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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침체와 내수부진이라는 크나큰 위험 속에서 우리 소상공인들도 핵심역량에

집중하여차별화된전략을구사하면능히기회를창출할수있습니다. 특히예비창업자

의경우, 충분한준비기간을갖고자신에게적합한사업아이템을찾아이를차별화시킬

수있는구체적, 체계적인전략을갖고창업시장에뛰어드는것이바람직합니다.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해외에서새롭게등장한사업아이디어를널리소개함으로써기

존의소상공인및예비창업자에게전인미답의블루오션을개척할기회를제공하고자매

년‘해외 신사업 아이디어’라는 제명 하에 책자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사업 구상의 시야를 넓히고, 생계형 업종의 과당경쟁 구조를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

라하겠습니다.

머 리 말

‘위기(危機)’는
‘위험(危險)’과‘기회(機會)’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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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금년에는전세계에서광범위하게발굴된해외신사업아이디어가운데전문가의

검토를거쳐수익성, 성장가능성, 차별성등이우수한아이템을엄선하 습니다. 그리고

이들 아이템을‘점포형’, ‘비점포형’, ‘웹 기반 서비스형’등 5개 범주로 나누어 묶어 보

았습니다. 그리고소상공인에게비교적낯익은점포형아이템의경우, ‘외식업’, ‘도·소

매업’, ‘서비스업’으로분류하여보다세 하고체계적인접근을시도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이책에서여러분의사업을더욱차별화하고경쟁력을높여나가는데유용한

정보를한껏얻어가시길소망합니다. 

끝으로이책이나오기까지정성을다하신관계자분들께진심어린감사의말 을드립

니다.

새해의문턱에서

2009년12월

소상공인진흥원장 홍 용 웅

해 외 신 사 업 아 이 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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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기 획 1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경제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되면

서 2009년이 시작되었다. 아직 더블딥, 환율 및 주가 급등락

등의 지표와 아울러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않은 듯하다. 그러

나 최악의 고비는 지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외환위기로 인해 로벌스탠더드, 성과중심 사고방식

등이 자리 잡은 것처럼 이번 경제위기로 소비자들은 가치소

비, 친환경, 안전과 보안 등과 같은 또 다른 교훈과 유산을

얻은 듯하다. 이러한 교훈과 유산의 바탕 위에 2010년 소비

시장에서는 다음의 10 가지 新소비트렌드를 주목해야 할 것

이다. 

1. 심플 맵시(Simple Chic)
불황기 이전에는 다양한 기능을 지닌 제품을 선호했던 소

비자들이 구매력이 약화된 불황기를 맞이해서는 핵심기능을

보유한 저가 제품을 선택했다. 불황기에 소비자는 가격에

큰 비중을 부여하기 때문에 설혹 부가기능이나 서비스가 줄

더라도 저가제품을 선택했던 것이다. 가격거품을 제거한 맥

도날드의 커피, 저가 노트북인 넷북 등이 히트를 친 것도 이

러한 이유에서다. 금번 불황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패스

트푸드, 유통업체의 PB 상품, 패스트패션, 저가화장품등저

가 핵심 기능형 상품의 매출은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도 이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소비자들은‘심플함’의매력을재발견한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에는 어떤 소비 현상

이 나타날 것인가? 아마도 이전의 거품기능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매력 포인트는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이는 곧 맵시 있는 스타일과 인터페이스 기능일

가능성이 높다.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던 일본에서도 2002

년 실용성뿐만 아니라 귀여운 외관과 안락함까지도 겸비한

100만엔 내외의 도요타 비츠, 혼다 피트와 같은 콤팩트형 자

동차가 인기를 끌었다. 기업은 불황 이후 소비욕구를 자극하

기위해저가만의경쟁은지양하고제품을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2. 럭셔리 2.0
고가, 고품격을 핵심으로 하는 럭셔리 소비가 이번 불황으

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부자들의 지갑샘

은 마르지 않는다고 알려졌지만 이번 불황 속에서는 급락한

금융 자산이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

다. 그 결과 설립 이후 30여 년 간 1만 유로 이상의 고가 의

류와 액세서리로 승승장구하던 독일 명품 패션 그룹 에스카

다는 2009년 8월 파산했고, 프라다도 2008년 말 매출 향상

을 위해 명품 최대 성수기인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례적으로

예정에 없던 할인행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국내의 경우도 대

표적인 VIP용 럭셔리 던 수입차 시장에서도 경기 침체의

골이깊었던것이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불황 속에서 럭셔리 시장이 보인 특이점은

VIP 시장의 분화가 빠르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VVIP를 주

고객으로 하는 일부 럭셔리 브랜드는 금번 위기 속에도 안정

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불황을 뛰어넘는 브랜드 위상을 과

시했다. 

향후 경기회복과 더불어 억눌렸던 호화 소비 욕구가 분출

되면서 VIP 시장의 분화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VVIP 중심으로 소비되던 초고가 력셔리 브랜드, 선진국형

2010년 주목해야 할
新소비트렌드 10 選

삼성경제연구소(SERI) 마케팅전략실 _이동훈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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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상품 등의 소비가 VIP층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럭

셔리 브랜드 상품에 국한되던 소비가 여행이나 레저, 의료케

어 등 서비스 시장으로 진화하는 럭셔리 2.0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3. 펀버전스(Fun+Convergence)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소비자의 항(抗)스트레스 니즈가

부각되면서 기업은 마케팅 전반에서 Fun을 강조하여 소비자

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불황 중 생각 없이 편하게 웃을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인기를 끈 것은 답답한 현실과 스트레스

를 잊어보려는 소비심리가 반 된 결과다. 개그콘서트, 내조

의 여왕, 버라이어티 예능프로그램 등은 유머를 소재로 하여

인기를 누렸다. 유통업체와 외식업체들도 소비자의 마음을

흥겹게 하고 고객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펀 마케팅을

적극 활용했었다. 광고의 경우도 유명 모델을 등장시킨 것보

다는 웃음을 선사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는

등히트광고의 59%가 유머에호소한것으로분석되었다. 

불황기에는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유머 중심의 Fun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는 전 방위적으로

Fun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조직문화, 가정, 학

교에서도 Fun은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을 것이고 기업에서

도 브랜드 전략 차원에서 다양한 Fun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4. 체험미식(Experience Leisure Gormet)
얇아진 지갑, 고환율, 신종플루 위험 등으로 해외여행이나

문화예술 관련 체험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다. 해외관광 출국

자 수는 2009년 상반기 447만 명으로 전년 동기 657만 명

대비 31.9% 감소하 고 그 대신 국내여행, 등산 및 관련 상

품(캠핑, 등산장비) 소비는 증가하 다. 한 예로 제주도의 올

레, 지리산의 둘레길 등 도보여행이 금번 경제위기를 통해

인기를 끈 국내 여행 상품이 된 것을 들 수 있다. 불황기에

는 외출 활동을 즐기기보다 집 안에서 가족이나 지인들과 인

터넷, 게임 등의 활동을 즐기는 경향을 보 다. 온라인 게임

인 서든 어택(Sudden Attack) 등은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

적인인기를끌기도했다. 

경기가 회복되면 해외여행 붐이 다시 형성되고 자연친화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 상품 등 체험형 소비가 확대되면서 까

다로운 미식가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이 안정되

고신종플루위험이줄어들어해외여행이활성화되면이전의

패키지형구경관광(sight & site seeing)보다는 체험하고탐

험하는 관광이나 체류형 생태관광이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해외 유명관광지방문보다는문화예술체험을제공하는 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오스트

리아 잘츠부르크 음악축제, 뉴욕 덤보댄스 페스티벌 등이 인

기를끌것으로예상된다. 

5. 전인적건강(Health Holism)
무병장수에 대한 니즈가 젊은 층으로까지 폭넓게 확대되면

서 건강을 지키고 병을 예방하려는 웰빙이 중요 소비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유기농 농산물, 건강식품, 친

환경 가전 등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

고 있다.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간다’는 생각 못지않게‘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간다’거나‘좀 더 아름답고 편

리하며 행복해지기 위해서 병원에 간다’는 생각이 보편화되

고 있다. 과거엔 중장년층 이상의 전유물이었던 성인병이나

암 등을 이제는 젊은이들도 겪게 되면서 정기건강검진이 남

녀노소를가리지않고확산되고있는추세다.   

경제 위기 속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육체와 정신의 균형 있는 건강’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대두

되었다. 사람들은 사이코패스형범죄, 유명인 자살 등을 목격

하면서 극도의 긴장감, 소외감, 우울증을 방치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최근 5년간 국내

항(抗)우울제 소비는 52% 증가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향후

20년 내에 우울증이 에이즈나 암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는 누적된 스트레스

와 이로 인한 심리적 내상(內傷)을 치유하기 위한 소비가 한

층 증가할 전망이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되면

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약물치료, 집중력

클리닉, 숙면 관련 상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체에 대해서도 체격개선, 질병관리뿐 아니라 만성피로, 과다

양, 운동부족 등 좋지 않은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보

편적인 관심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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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따른 경기 침체와, 회복을 겪은 일본에서도 경기회복

기인 2000년대 초반, 몸에 해로운 물질을 어떻게 철저하게

배출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여

분의 염분이나 지방 성분을 배출해 주는 음료, 취침 중 다리

에 붙여 불필요한 성분을 빨아내는 수액시트가 히트했었던

것을염두에두면좋을것이다..

6. 녹색편익(Green Benefit)
경제위기 이전의 그린(Green) 소비는 환경운동 실천이나

자기우월감, 자기만족감 강화라는 명분 지향적 성격이 다분

했다. 친환경적 가치가 포함된 상품이라면 약간의 프리미엄

가격은 기꺼이 지불하는 그리니엄(Green +Premium) 소비,

에코 럭셔리 소비가 선진국의 중산층 이상 계층에서 만연해

지는 경향을 보 다. 미국에서는 환경보호에 투자한다는 명

분으로 일반 운동복보다 월등히 비싼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

드 파타고니아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이러한 트렌드의 일

환이었다. 말로만 주장하는 환경운동 대신 그린소비를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유명인사인‘에코 셀레브리티’도 등장

했었다. 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2004년 아카데

미시상식장에리무진대신도요타하이브리드자동차인프리

우스를 타고 등장한 이후 앨 고어, 해리슨 포드 등 유명인들

도잇달아이를구매하 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친환경’이라는 명분과‘경제

적 효율’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좇는 효율적 그린을 추구

하기 시작했다. 최근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과 함께

그간 국내에서 일반대중들의 주목 대상이 아니었던 환경 친

화적인 에너지가 소비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조명

과 석유에너지를 대체할 LED 및 2차전지가 주목받고 SUV

를 대신해 고연비 자동차가 인기를 끄는가 하면 자가용 대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자출족’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고 있

다. 다양한 소비분야에서 친환경과 자원절약을 2차적 편익으

로 중시하는 이러한 경향은 경제위기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

이다. BMW 총괄디자이너 아드리안 반 호이동크는“자동차

는앞으로매우섹시하면서도친환경적으로디자인되어야한

다. 누구든 연비가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으며 운전성능

이좋은차를선호할것이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과거의 에너지

사용패턴을 분석하여 낭비를 최소화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

(EMS)도 관심을 끌 것으로보인다. IBM은 EMS를 활용한자

체 에너지 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6만 500 MWh의 전

력을 절감하 다. 어떤 전자제품을 끄면 얼마만큼 에너지가

절약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에코

홈’도관심의대상이될것이다. 

7. 디지털감성기술(Digital Humanism)
최신기술과 융·복합 제품을 추종하던 디지털 소비트렌드

는 경제위기와 함께 단순기능 제품에 대한 니즈가 확산되면

서 주춤하 다. 이제까지 생산된 대부분의 제품들을 보면, 기

술적 성능 자체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 으나, 감성적인 측면

에서는 고객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

히 노령 층의 경우 빠르게 닥치는 신기술 교체주기에 어려움

을느껴, 세대 간 기술격차(Tech Divide)가 발생하기도했다.

경제위기로 마음과 시간, 돈의 여유가 줄어들면서 부담스러

운 첨단기술 수용을 일시 유보하거나 고가의 융·복합 제품

구매를주저하는소비자가등장하 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소비자는 신기술만 강조하는 제품보

다는 사용자의‘감성적 체험과 혜택을 배려한’제품에 보다

큰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아날로그적 감성과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지털 제품을 선호할 것이다. 컴퓨터

상기술과 촉각기술을 결합한 스크린 골프는 실제 골프와

컴퓨터게임의재미를자연스럽게결합해대중에게어필하

던 것이다. 일본에서도 장기불황기를 벗어나던 2002년 고령

자를 위해 자크기를 키운 휴대폰과 같이 고도의 기술을 담

고 있으면서도 기술의 얼굴을 하지 않은‘쁘띠 테크(Petit

Tech)’상품이 히트했다. 기기를 중심으로 한 기능 융?복합

은 사람을 중심으로 타인과 교류하며 자신을 다양하게 표현

하게 해주는 체험서비스 융?복합으로 진화할 것이다. 물건이

든체험이든소비자의정신적만족도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

상품가치를사용자측의서비스가치로대치하는가치전환이

꼭 필요하다. 구매력은 강하나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중?노년층도 구매 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직관적인 사용법

과 간편한 서비스를 갖춘 유니버설 디자인 상품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되고 있다. 상호작용의 다양성과 감수성이 풍부한 인

터페이스가 차세대 디지털 제품 선택의 중요 기준으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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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사람과 사람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물론, 사

람과 기계와의 자연스러운 교감 역시도 불황이후 디지털 제

품소비의주요화두이다. 

8. 안전추적(Traceability)
최근 몇 년간 광우병, 조류독감, 멜라민 파동 등 각종 식품

안전이슈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는 소비니즈가 대두되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친환경 고급브랜드와 같이 믿을 수 있는

제품이나 원료, 원산지, 칼로리 등 식품에 대한 정보가 명확

히 기재된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광우병 사태

이후 2008년 6월 쇠고기 및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전

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 다. 기업도 제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제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신뢰감

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우유는 2009년 7월부터 우유팩에 유

통기한과제조일자의병행표기로소비자에게안심을제공하

면서식음료업계에새로운바람을일으켰다. 

식품 중심의 안전성 검증 트렌드는 IT와 연계되어 향후 주

거 시설, 의류, 자동차 등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보안과 안전

욕구에 의해 CCTV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주택 및 경호 경

비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증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의류 구

입 시 유해성 원료의 사용 여부는 물론, 자신의 체질에 맞는

지도 확인하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뉴질랜드 의류기업 플락

스는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 정보를 라벨에 담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미국의류브랜드팀버랜드는신발상자에제조장소

와 방법, 환경에 미치는 향 등을 기재하고 있다. 교통사고

나 도난, 파손에 대비해 차량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기록하

는차량용블랙박스에대한수요도확대될것으로보인다.

9. 외모 관리(Well-looking Spec.)
경제위기를 맞아‘외모→취업→경제력→생존’의 연결고리

가견고해지면서전략적이고목표지향적인활동으로서의외

모 관리가 중요해지는 추세이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진학, 채용, 승진, 결혼 등 인생의 주요 이벤트마다 외모가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

다는 것이다. 2008년 11월 취업사이트 잡 코리아의 설문결

과, 구직자의 94%, 채용담당자의 91%가 외모가 채용여부에

향을 준다는 데 동의하 다고 한다. 특히 불황한파에 따라

신규고용위축으로 취업경쟁이 치열해지고 구직자의 학력, 특

기, 업무잠재력 등이 상향평준화될수록 차별화를 위한 외모

관리 투자가 증가하 다. 순수 아름다움을 위한 성형은 불황

으로 주춤해졌으나 취업용 치아교정, 면접대비용 주사요법

등스펙관리차원의뷰티소비는꾸준히인기를누릴것이다. 

향후 기존의 자기만족적 외모 가꾸기와 불황기의 전략적

외모관리가 결합하여 이‘웰루킹(well-looking) 트렌드’는

한층 고도화될 전망이다. 젊은 세대, 여성중심이던 뷰티시장

이 경기회복으로 중장년층 남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나

이가 들어 보이는 것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위기감이 커

지면서 눈 밑 지방 및 주름 제거를 위해 성형시술을 받는 중

년남성이 증가하고 있다. 성형외과, 피부과, 뷰티 관리숍, 헬

스클럽 등도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세분화될 전망이다.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신체적 특성, 수술 효과성 및 부작용 위험성

등이 상이하므로 각 특성을 고려한 시장세분화가 필수적이

다. 

10. 파이낸셜프로슈머(Financial Prosumer)
2000년 중반부터 선진금융상품 도입으로 금융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MMF

를 시작으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했던 것이

다. 새롭게 선보인 금융상품이 높은 수익률을 내면서 너도나

도적립식펀드, CMA(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가입했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통해 전문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묻지

마식 재테크의 위험성을 학습하게 되면서 향후엔 파이낸셜

플래닝에서 본인의 역할을 중시하게 될 것이다. 경기회복과

함께일시적으로소비자는펀드에의한간접투자보다는직접

투자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가 활황세로 접어들면

개인맞춤형 금융서비스에 대한 니즈는 증가하고 금융회사에

서 제공하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중삼중 점

검할 것이다. 이제는‘모르는’자산관리의 실패를 두 번 다

시 겪지 않고‘아는’자산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전의 PB 서비스 수준을 넘어 고도화된 금융전문가의 추천

및 금융 회사 이외의 전문가와 개별 확인을 거쳐 본인이 최

종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파이낸셜 프로슈머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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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기 획 2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체제와 급변하는 지
식정보화사회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기 위해서
는 꿈과 열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목표에 가장 효
과적으로 도달하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차별화
된 전략이 추가되어야 한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필자가 9년여 간 근무하면
서 예비창업자나 업종전환예정자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적은 돈 투자해서 큰돈이 되
는 유망 아이템을 선정해주세요.”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난감한 질문이다. 유망 아이템이란 성장성
과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그
런 아이템이라면 벌써 시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상태
(레드오션)에 있을 테니 말이다. 한마디로 누구에게
나 통용되는 유망 아이템이란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의 2007년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의
하면 창업자의 79.2%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창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곧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출발했을 가능
성이 높음을 뜻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통계청의
2006년도 사업체기초조사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의 주요 창업 형태인 점포 창업의 경우 94만5천 업
체가 창업하고 75만3천 업체가 폐업하는 다산다사
(多産多死)형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의 성공 요인은 단순히 경기흐름(트렌드)에
부합하는, 즉 외부환경에 적합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운 하는 주체인 사업주의 핵심역량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즉 성장성이 떨어지더라도 그 분야
의 어느 경쟁자보다도 우월한 비교우위경쟁력을 갖
고 있으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창업 시장에서 비교우위경쟁력을 가질 기회를 포
착할 수 있는 특권은 시장조사와 전략 수립 등 체
계적인 준비를 한 자에게 주어진다. 기업형 슈퍼마
켓인 SSM(Super Supermarket) 문제에서 보듯 오
늘날은 규모의 경제 시대이다. 이런 시장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약자인 소상공인이 생존하려면 자신만
의 차별화된 사업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점포형 등 오프라인사업이라면 공략할 시장
범위를 광역단위에서 지역단위로, 그리고 전자상거
래 등 온라인 사업이라면 대상 고객을 불특정다수
에서 특정고객군으로 그 타깃의 범위를 좁혀야 한
다. 다시 말해 해당 시장에서 최고가 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생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페르시아 1백만 명 대군과 그리스 스파르타용사

3백 명의 전투를 그린 화 300을 본 적이 있는
가? 스파르타 용사들이 그리스대군과 맞서 평원에

”

“
경제적 약자의 생존 전략

서울 동대문소상공인지원센터 _이병희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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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싸움을 피하고 테르모필레협곡으로 유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강자의 힘을
분산시켜 국지전으로 유도했기 때문이었다.
고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전효과나 이

미지에 민감하다. 가격 및 서비스에서 최고의 경쟁
력을 가진 사업자를 선호한다. 따라서 경제적 강자
처럼 광역적 네트워크구축이나 홍보에 투자할 시간
적, 경제적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지역 단위와 핵
심목표 고객 군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핵심역량에 집중해야만 생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극진공수도 창시자인 최 의(일명 최배달)
와 일본의 싸움소 라이텐쿠와의 싸움에 얽힌 이야
기를 살펴보자. 거칠기로 소문난 라이텐쿠를 맨손으
로 쓰러트릴 수 있었던 것은 소의 약점 중 하나인
뿔만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결과라고 한다. 만약 라
인텐쿠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전 부위를 공격했더라
면 치명상을 가했을 리가 없을 것이다. 이는 사업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경제적 강자가 백화
점식 나열을 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일 때, 경제적 약
자는 자신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역량을 집
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강자보다 가격경쟁력이든
서비스의 속도든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차별화전략을 구사해야 생존 경쟁
력을 높일 수 있다. 차별화란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
는 것만은 아니다. 최근 유명세가 있는 지방의 횟집
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음식점의 경쟁력은 무엇보
다도 음식의 맛인데 활어의 맛을 차별화하기가 힘
들 뿐만 아니라, 밑반찬 역시 모방이 용이하여 한계
가 있을 터인데 어찌 그리 유명세를 타는지 직업
상 관찰해 보았다. 식사 후 함께 한 지인들의 이구
동성은“맛은 별 차이가 없는데 서비스 하나는 고
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하네” 다. 그것은 큰
것이 아니었다. 화장실에 1회용 칫솔과 치약이 비치

되어 있었다. 활어를 먹을 때 밑반찬으로 나오는 마
늘 등 향신료의 냄새를 칫솔질로 제거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기울인 작은 배려 다. 대표자의 말에 의
하면 처음에는 양으로, 그 다음에는 밑반찬으로, 다
음에는 접객 방법으로‘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
新)’한 것이란다. 강자는 대부분 덩치가 크다. 덩치
가 크다는 것은 변화의 속도가 느릴 가능성도 높고,
서비스도 형식적일 수 있다. 차별화란 꾸준히 고객
이 원하는 바를 진정으로 감동시키는 것에서 출발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략적으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어느 사업이든 틈새시장은 존재한다. 그러
나 틈새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등
진입장벽을 마련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모
바일 프린터를 생산하는 모 업체는 시장규모가 작
아 대기업에서는 이 시장으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
라는 판단 하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동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경쟁은 경제적 강자들
뿐만 아니라 약자들 사이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누구나 다 진입할 수 있는 상
태에서는 시장을 선점했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을 유
지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만들어 놓거나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로 시장을 국
한하여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도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작금의 경제. 사람들은 이를
두고‘불황’이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나‘위기
(危機)’는 곧‘위험(危險)’과‘기회(機會)’의 합성어
가 아니겠는가.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외려 지
금의 위기가 창업의 기회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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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200여개의 해외 브랜드가 국내에 진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브랜드(적어도‘유지되고 관리되는’수
준의 브랜드를 집계한 것이지 성공한 브랜드는 아
니다)는 6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 이는 곧 국내에 도입된 열 개의 해외 브랜드 가
운데 네 개 정도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만다
는 것을 뜻한다.
비록 해외에서 성공한 브랜드라 할지라도 국내에

들여와 런칭할 때에는 치 한 전략이 필요한 법이
다. 국내의 브랜드라고 해도 지방에서 성공을 거둔
것이 수도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
고, 반대로 수도권에서 선전한 브랜드라고 하여 지
방에서도 승승장구하지만은 않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던가. 하물며 역사와 문화, 소비패턴
과 생활방식이 다른 나라임에야…

생활수준과 문화적 환경 차이를 고려해야
해외 아이템을 국내 시장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브랜드나 아이템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볼 필
요가 있다. 생활수준 및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해
외 아이템을 국내에 그대로 들여올 경우 국내 소비
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결국 핵심은 표적시장에서의 타깃 고객에게 있다

고 할 수 있다. 해외 아이템이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지에서 타깃이 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켰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해외 아이템을 그대
로 국내에 들여올 경우, 국내 소비자도 같은 니즈를
가지고 있을 것인지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마케
팅의 기본이자 정석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할인점 월마트나 카르푸가 국내에 진입
한 뒤 어이없이 무너져 나간 사실을 상기해보자. 전
세계적으로 소매유통의 최강자는 월마트 다. 유통
시장 개방으로 월마트가 국내에 상륙한다고 했을
때 월마트의 파장으로 국내 소매유통은 뿌리가 뽑
힐 것이라는 우려가 컸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예상과 달리 월마트는 우리나라의 토종 브랜
드 이마트에 려 한국에서의 실패를 자인하고 물
러났다. 월마트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까르푸 역
시 마찬가지 다. 
월마트나 까르푸의 실패원인으로는 한국 소비자

들이 선호하는 쇼핑 패턴 및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
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국내의 토종 브랜
드 이마트는 백화점처럼 밝고 쾌적한 매장 시설에
서 현장에서 직접 만든 신선한 식품을 위주로 쇼핑
을 즐기는 한국인의 취향에 부합하는 쇼핑 환경을
제공했다. 그러나 월마트나 까르푸의 경우, 외국인
체형에 맞춘 높은 선반, 가공품이나 규격 용품 중심
의 배치, 그리고 어두컴컴한 조명 시설 등으로 인해
한국 고객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다. 
해외 아이템이나 브랜드를 국내에 도입하려면 먼

저 타깃이 되는 고객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해외
의 고객과 국내의 그들 간엔 생활수준과 문화적 환
경에서 상이한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객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못
한 브랜드는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 원리의 기본 법칙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침이 없을 것이다. 

특 별 기 획 3

”

“ 해외 아이템을
국내 시장에 접목시키는 방법

맥세스컨설팅 _서민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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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만 보지 마라
성공을 거둔 브랜드를 도입할 때, 그 형식과 모양

만 모방한다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 아직도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이나 미국 등지를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다. 외식업만 하더라도 일본라면이나 일
본식 선술집 이자까야, 베트남쌀국수, 커피, 도넛 등
무궁무진하다. 이들을 국내 시장에 도입시킨 뒤, 성
공을 거둔 브랜드나 아이템도 적지 않지만, 반대로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스러져간 브랜드와 아이템
수는 그 이상이다.
스타벅스의 경우를 보면, 한국에서는 성공을 거두

었지만 일본에서는 그렇지 못하여 그 성패가 엇갈
리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렇듯 동아시아의 두 국
가에서 동일한 브랜드가 보여 주는 성공과 실패는
아이템 도입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
다. 같은 브랜드, 그리고 같은 원두를 써서 같은 방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성패가 엇갈
린 이유는 무엇일까? 성공의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 내지는
마케팅 기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품
이나 서비스의 외양 내지는 브랜드나 아이템 자체
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윈첼 도넛, 하
겐다즈 아이스크림, 서브웨이, 시카고피자, 하드락카
페 등 이제는 이름도 아련한 브랜드들을 한번 상기
해 볼 필요도 있다.

브랜드의 성패를 가르는 것에는 상품과 서비스
자체만이 아니라 자본과 시스템, 철저한 시장조사,
고객에 어필하는 마케팅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 실
패한 브랜드들을 살펴보면 시장조사 기간이 너무
짧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경우마저도 존재한다. 놀
랍게도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벤치마킹이란 사업의 성공에 필요한 핵심가치를

발견하고, 실제로 이를 발굴해 나가는 작업이다. 아
이템 자체가 아니라 해당 아이템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발견하고 분석해 내야 하는 것이다. 그
런 뒤에야 해외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토착화시킬 수 있다. 오늘날 상당수의 업종이 사업
의 성공에 필요한 핵심노하우를 파악하고 이를 도
입하기보다는, 아이템의 외양만 모방하여 국내에 적
용시키다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안타까운 현실로 자리 잡고 있다.

경험하지 못한 분야에 진출할 때는 시장에
정통한 전문가의 경험과 조언을 적극 검토해야
아이템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또 한가지 요소

로 누구의 관점으로 성공의 노하우를 발견하여 국
내 시장에 접목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시장조사를 통해 고객과
시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
임에도 불구하고 오너의 감각이나 판단만을 유일한
잣대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 분야나 계통에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축
적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전문가의 조언이나 컨설팅
내용을 참고하여 시장 조사를 수행해야 실패를 줄
일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타이밍도 중요
해외 아이템을 도입하는 데에는 타이밍이 중요하

다. 현재 미국, 일본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
가운데에는 지금 당장 한국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따라서 해당 아이템을 고객과
시장이 받아들일만한 여건이 되는지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개 선진국에서 성공한 아이템은
5~7년 정도의 시장 성숙기를 거친 뒤 국내에 도입
하는 것이 좋다.

도입 후 확장 가능성도 중요한 고려 사항
마지막으로, 국내 도입 시 기존 사업을 확장시키

고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인지를
살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의 연관성이 있는 아이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적어도 자신의 사업
분야와 관련성이 있다면 아이템의 핵심 노하우를
보는 눈도 훨씬 정확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추진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그것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도입 후 성공할 가능
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해 외 신 사 업 아 이 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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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크기제품만을판매하는 베이커리

미니사이즈디저트의혁명, 모르셀즈
한입에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의 빵. 최근 미국에서는 후
식으로즐겨먹는이러한제품을특화시켜틈새시장을공
략한 한 베이커리가 등장했다. ‘한입(morsel)’이라는 의
미를 가진‘모르셀즈(morsels)’는‘미니 사이즈’와‘디저
트’라는 최근의 두 가지 트렌드를 결합시킨 새로운 콘셉
트를 가지고 미시간 주 트레버스에 문을 열었다. 다른 베
이커리와는차별화된제품을만들어내는이색다른베이
커리를잠시들여다보자.

두입크기의빵과맛있는차
모르셀즈에서는 모두 두 입 사이즈의 쿠키, 브라우니, 케
익, 스콘 같은제품들을판매하고있으며, 매일 최소한 12
가지 다른 종류의 빵을 생산한다. 이들은 모두 반원형의
똑같은 크기를 특징으로 하며, 업체는 방부제나 트랜스
지방같은유해물질은일절사용하지않는다. 또한, 케냐
등지에서 생산되는 맛 좋은 인텔리젠시아 커피와 차
(www.intelligentsiacoffee.com 참조), 그리고 각종 샌
드위치및샐러드와 오트 도함께판매하고있다. 
빵의 가격은 개당 89센트, 4개에 2.99달러, 12개에 8.49
달러이다. 여러 종류의 제품을 섞어서 구입하면 보다 풍
요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모르셀즈의 빵
들은 각종 파티 및 연회에서도 단연 인기 제품으로 등장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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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사업 아이디어

Information
회 사 명 모르셀즈(Morsels)
소 재 지 미국미시건주
사업개시연도 2008년 4월
주 소 104 cass street, traverse 

city, mi 49684, USA 
전 화 1-231-421-1353 
웹사이트 www.morselsbakery.com 
이 메 일 info@morselsbakery.com 
제품및서비스가격 2 달러

▲모르셀즈(Morsels)의 빵들

▲모르셀즈(Morsels) 내부 진열대



건축가출신부부, 
아이디어하나로틈새시장을개척하다
22년여의 건축가 경력을 가진 남편 제프와, 전직 인테리어 디자
이너 던부인미샤는어느날문득떠오른아이디어를사업화시
켜‘모르셀즈’라는가게를열게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제 아내와 저는 항상 빵 굽는 것을 좋아
했고 저희는 오랫동안 베이커리를 여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베이커리와 똑같은 베이커리를 열고 싶진 않았습
니다. 2007년 4월 어느 날, 저희는 함께 집 안에 있었는데, 정말
맛있는 한 입 크기의 구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
다. 컵케이크 베이커리등이와비슷한곳은수없이많았지만, 한
입 크기의제품만을판매하는베이커리는이제껏어느누구도시
도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이거다’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요즘 각 나라, 각 도시에서 이 베이커리를 방
문하는 관광객들은 벌써부터 자신들이 사는 도시에 지점을 열라
고성화입니다.”

디저트의새로운정의
브런치(brunch:‘breakfast’와‘lunch’의 합성어로 아침과 점심
을 겸하여 먹는 간단한 식사를 뜻함)를 즐기는 오늘날의 젊은이
들. 그리고‘디저트 카페’나‘디저트 뷔페’가 들어서면서 과거엔
후식의 개념에 가까웠던‘디저트’의 정의가‘간단히 먹을 수 있
는 가벼운 식사’로 변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렇듯 한
입 크기 디저트 제품을 특화시켜 판매하는 것은 젊은 층을 공략
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것에 호기심
이 많고, 자유로우며, 분위기를 중시하는 젊은 고객의 기호도 잘
반 한다면한층더경쟁력을높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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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셀즈(Morsels) 주인 제프와미샤부부

▲연회에등장한모르셀즈(Morsels)의 빵들



소비자들은 제과류 상품을 구입할 때 일반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를 찾는

경향이있다. 그런데 현재 국내프랜차이즈제과점가운데한입크기의제품만을특화시켜판

매하는 브랜드는 없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면 독립적인 점포로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경우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높다 할지라도 인지도가 낮아 창업자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매출이 부진한 매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입소문을 통한 마케

팅효과를기대할수있으나이것은단골고객을확보한이후에가능한일이므로자리를잡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품종 소량생산의 경우 생산비용 측면에서

는다분히비효율적이므로이에대한대책마련도필요하다.

국내에서 베이커리 즉, 제과점은 여러 창업 아이템 가운데 깨끗한 이미지의 대명사로 꼽힌다.

또한, 이러한의미에서중장년층과은퇴자들의선택이많은아이템이기도하다. 

제과점이 갖는가장큰강점은유행을쉽게타지않는다는것이다. 오랫동안 업을지속하고

있는 제과점이 비교적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운 상 편의성이 높은 것도 장점

으로꼽을수있다.

최근에는 식후에 빵이나 쿠키, 케이크 한 조각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디저트 및 케이크 전문

점, 그리고 더 나아가 다양한 음료까지 곁들여 한 자리에서 이것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

형베이커리가등장해소비자들에게좋은반응을얻고있다.

디저트의경우과거엔대개식사후입가심으로먹는후식이었으나최근들어젊은층이많이

모이는 트렌드 거리마다‘디저트 카페’나‘디저트 뷔페’가 들어서면서‘간단히 먹는 가벼운

식사’로디저트의정의가바뀌고있는추세이다.

특히 최근의 디저트는 가볍게 즐길 수 있으면서 맛과 양도 뒤지지 않아 한 끼 식사로도 손

색이없어젊은여성들에게인기를누리고있다. 대학생이나직장인을비롯한젊은여성들사

이에서 브런치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한입 크기 제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길

수있는베이커리는가벼운식사를할수있는공간으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이다.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업종의 특장점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리스크 분석

해외 신사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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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체크 포인트

창업계획수립 □ 경쟁력있는베이커리운 기술을습득하 는가?

□ 시장조사를통해정확한정보를파악하 는가?

시장조사 □ 주변수요조사를하 는가? (유동인구수, 연령층등)

□ 주변의경쟁점포들을조사하 는가? 

(업체 수, 상품, 가격 등)

창업형태결정
□ 로드숍으로창업할지대형매장내숍인숍

개념으로출점할지결정하 는가?

자금계획수립
□ 본인이조달가능한범위내에서자금계획을수립하 는가?

(점포구입비, 인건비, 인테리어비, 운 비등)

□ 시장조사결과를반 하여업종에적합한상권과입지를

상권, 입지선정 결정하 는가?

□ 젊은층의유동이활발한곳인가?

기계설치및 □ 케이크쇼케이스는가시성이돋보이도록설치되었는가?

인테리어공사 □ 내부인테리어는식감을높일수있도록조사되었는가?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 는가?

□ 관할구청에서 업신고증을발급받았는가?

인허가사항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실시하는위생교육을받았는가?

기타사항 □ 길거리무료시식을비롯한다양한제품경험

이벤트를준비하 는가?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창업절차

Par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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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크기제품만을판매하는베이커리는기본적으로 20~30대 신세대, 싱 족을 주요타깃

으로 하여야 한다.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면 한입 크기보다는 2~3일 두고 먹을 수 있는 넉넉

한 양을 원하기 때문이다. 신세대 고객을 겨냥할 경우 맛도 중요하지만 시각적 만족도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3,000원 짜리 밥을 먹더라도 커피를 마시는 데는 5,000원

이상을 투자하는 메스티지(masstige, 명품의 대중화)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신세대들은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해 호기심이 많고, 자유로우며, 분위기에 약한 모습을 보이므로 가격보다

는품질에우선순위를두고제품개발에나서야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빵은 이제 중요한 먹을거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동네에서 제과점을

발견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되었다. 제과점은 크게 프랜차이즈 형태와 독립제과점 형태의 경

쟁 구도로 분류가 되는데 대한제과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독립제과점이 1만 3000여

개, 그리고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2,300여개 로, 총 1만 5,000여개의 제과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따지면대략 2조원에육박하는시장으로추산된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개인이 운 하는 독립제과점이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

드의 마케팅 공세에 려 폐점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브랜드사이의경쟁이갈수록치열해지고있어, 프랜차이즈점포라고하더라도안

전성을보장받기어려운것이오늘날의현실이라는점도감안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일반적으로 제과점 창업에 순위로 꼽히는 입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출입구 주변 1층

점포다. 한입 크기 제품만을 파는 제과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주거지역보다는 수요층이 많은

번화가상권이적합할것으로보인다. 가시성이 뛰어난사거리코너점포의경우안정적매출

을 기대할 수 있어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그러나 높은 임대비용으로 고정 지출액이 과다할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소비자특성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예상 시장 규모

사업성분석 03_상권 및입지

적합상권 및 입지유형

해외 신사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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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제과점의 성공 포인트는 무엇보다 상품 자체의 경쟁력에 있다고 한다.

한입 크기의 제품만을판매하는베이커리역시이와다르지않다. 따라서 신선한재료를사용

하고 주기적으로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경쟁 점포와 차별화를 꾀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기울여야한다

가격 전략은 상품의 품질과직결되는 문제이므로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 단, 상품 경쟁력이

뒷받침된다면가격이높다고해도소비자의저항은그다지크지않을가능성도있다. 한입 크

기 제품만을 판매하는 베이커리의 경우 가격이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

닌, 윈도우베이커리(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독립 점포로 운 될 것이므로 품

질을높이면서가격을조정해나가는전략을수립할수있다.

신세대 계층의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좋다. 한입 크기 제품이라면 커피 등을 비롯한 각종 음

료및차와함께판매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커피숍이 모인곳을공략하여커피를테이크아웃해서나오는고객을상대

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특히 신세대들이 집중적으로 다니는, 커피숍이 몰려

있는 곳이라면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나홀로족이 집해 있는 오피스텔 인근도 괜찮은

입지로 꼽힌다. 한입 크기 제품은 시각적인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2층보다는지나가는고객들이볼수있도록대로변의 1층 점포를얻는것이좋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상품 전략 (Product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가격 전략 (Price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점포개발 전략 (Pla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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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다음 후보지는 주거지역이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상

업지역 1층 매장 역시 적정 입지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 상권 및 대학가 상

권 또한 적합성을 갖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주된 수요층이 20~30대 여성이므로 안정적인

업이가능하기때문이다.



통상 제과점 창업에는 점포를 마련하는 데 가장 많은 돈이 투자된다. 총 투자비의 50% 이상

이점포를구입하는데쓰인다고볼수있다. 여기서, 만약 투자비용을줄이기위해싼점포만

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다. 운 상 여건이 좋지 않는 점포를 구입

했다간자칫심각한매출부진으로위험한사태가벌어질수도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프

랜차이즈 제과점을 창업하는 데는 점포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억 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독립 점포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브랜드 제과점에 비해

10~20%의비용을더절감할수있다.

신세대는 블로그와 미니홈피, 트위터 등에 익숙한 세대다. 따라서 전략적인 온라인 마케팅 전

략이 필요하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상품에 대한 설명, 점포 위치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이용

후기 코너를 만들어 우수 후기 작성자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등의 이벤트를 여는 방법을 적극

추천한다. 유명 블로거와의제휴를통해지속적으로브랜드를노출시켜고객을유치하는것도

고려해볼만하다.

한입크기제품은학생이나젊은직장인등신세대가주요타깃이되기때문에이들이선호하

는 마케팅 기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적립식 쿠폰을 활용하는 방

법이다. 

또한, 인근 커피숍과 협조하여 제휴를 맺은 커피숍 고객에게는 할인을 해 주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볼만하다. 더불어 고객들에게신제품에대한무료시식권을주는방법도단골고객을

만드는좋은방법이될것이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판매촉진 전략 (Promotion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온라인 마케팅 (On-line Marketing Strategy)

사업성분석 05_투자비용예측

투자비용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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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을이용하는손님들은갓나온빵을먹을수있다는것에대해높은만족도를부여하는

편이다. 제과류는 신선도를 생명으로 하므로, 오늘 생산한 제품을 다음날 판매한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 만약 신선도가 떨어지는 제품을 판매한다면 좋지 않은 내용들이 입소문을 타고 퍼

져 나가 업에 큰 타격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덧붙여 남은 제품을 할인해서 판매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정확한 판매량을 예측해 로스율(손실률)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있다.

판매점에서제품 못지않게중요한것이바로종업원관리다. 제조자가 아무리빵을맛있게만

든다고 해도 판매자가 불친절하다면 손님이 찾지 않는 매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제조자가 직접 판매에 나선다면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까지 이루어져 신뢰도를 높일 수 있

으므로이는하나의전략이될것이다.

운 자가 지나치게 자기 점포에 매여 있으면 시장을 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또 고객 관리에

소홀해져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운 자는 수시로 주변의 인기 있는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먹어 보면서 자신이 생산한 제품들과 어떻게 다른지 여러 가지 측면에

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면

히 따져 보아야 한다. 그러고 나면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파악이 한층 더 쉬워질 것이

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1

한입크기제품만을판매하는베이커리의
가장큰경쟁력은신선한재료의사용과소량생산이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2

제조자와판매자와의궁합이잘맞아야한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3

운 자는수시로타점포를방문해
직접제품을먹어보고, 비교해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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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고급테이크아웃요리를강습받을수있는회사
값비싼테이크아웃요리를집에서직접해먹을수있다는
콘셉트로 회사를 차린 런던의 한 신생 기업이 있다. 전
세계 레스토랑의 맛을 평가하는‘미슐랑 가이드’지에 실
린 유명 레스토랑의 주방장 티에리 라보르데(Thierry
Laborde)씨가 자신의 주방에서 현장 요리 강습을 하고,
고객이 집에서 그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식재료를 준비해
주는서비스를마련한것이다.

‘더키친’에서누릴수있는것들
2008년 여름에 오픈한‘더 키친(The Kitchen)’은 요리
학원과 고급 테이크아웃 음식점, 그리고 베이커리와 와인
숍이 함께 어우러진 회사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선 8명
정원의 공개강의, 개인지도, 키즈 클럽이나 바비큐 파티
를 위한 특별강의와 픽업(고객이 전화나 컴퓨터로 요리를
주문하고 와서 가져가는 것)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참고로요리강습을희망하는고객들은먼저, 더 키친
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8~12 가지 정도의 월간 요리
중 어느 것을 만들어 볼지 정한 뒤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강습에 쓰이는 모든 식재료들은 더 키친의
주방장들이직접원산지와경유지등을꼼꼼하게따진뒤
선택한 최고의 상품이라고 한다. 때문에 고객들은 이곳에
서 제공되는 갖가지 식재료들을 안심하고 집으로 가져갈
수가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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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키친점포의내부

▲더키친점포의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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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더키친 (The Kitchen)
소 재 지 국런던
사업개시연도 2009년 7월
주 소 The Kitchen, Parsons 

Green, 275 New Kings 
Road, London, SW6 4RD, UK

전 화 +44-20-7736-8067
웹사이트 www.visitthekitchen.com
이 메 일 hello@visitthekitchen.com
제품및서비스가격 1.5 ~ 240 파운드

고급포장음식과현장요리강습과의만남이있는 레스토랑



예약에서요리강습까지
컴퓨터나 전화로 예약을 한 고객들이 가게에 도착하면,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한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갖
춘 전용 작업 공간이 주어진다. 모두 잘 다듬어진 식재료들이 제
공되므로, 고객은 요리에 필요한 번거로운 작업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더 키친 주방장들
로부터 단계별로 지시를 들으면서 자신이나 가족의 기호에 맞게
요리해 나가면 된다. 보통 5가지의 요리를 준비하는 데 1시간 정
도 소요되며, 고객이 필요로 할 때 즉석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방장 씨에리 라보르데(Thierry Laborde)씨를 포함한 전문 주
방장들이 대기하고 있다. 개인지도의 경우 1인분에 식재료 값인
5파운드를 제외하고 별도의 강습비는 없으나, 공개강의의 경우에
는강습비를따로받는다고한다. 또한, 요리를 즐길시간적여유
가 없거나, 요리하는 일 자체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따로
완성된요리도판매하고있다.

바쁜일상에쫓기는현대인들을겨냥한사업아이템
요리 실습 및 강습 서비스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요리에 대한
감을 불어넣어 주고, 동시에 각종 요리 기술을 전수해 줌으로써
더 키친은 고객들에게 한걸음 더 친숙하게 다가서고 있다. 고객
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비교적 짧은 시간에 걸쳐 손
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서비스는 오늘날, 바쁜 일상
에 쫓기듯 사는 현대인들에게 크게 환 받을 것이다. 요리하길
즐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장인들, 그리고 요리를 갓 배우기
시작한 초보 주부 등을 겨냥하여 이들의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제공한다면보다경쟁력있는사업아이템이될것이다.

▲더키친점포의내부

▲점포의외관

▲더키친점포의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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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스쿨을겸하는레스토랑

스타요리사, 새로운분야에도전하다
‘제이미 앳 홈(Jamie at home)’이라는 TV 요리 프로
그램으로유명해진 국요리사제이미올리버가최근고
급 테이크아웃(Take-out) 식당에 요리스쿨까지 겸비한
‘레시피즈(Recipease)’라는 가게를 런던 배터시
(Battersea) 지역에열었다.

레시피즈란?
‘레시피즈(Recipease)’라는 레스토랑은 고객이 요리에
사용할 재료들을 전문 주방장들이 미리 준비해 둠으로써,
예약 고객이 오면 즉석에서 바로 조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레시피즈를 이용하려면 먼저
홈페이지의 스케쥴 표를 보고 참가할 세션을 예약한 뒤,
만들고 싶은 메뉴를 고르면 된다고 한다. 계절 메뉴의 경
우대개두달에한번씩정기적으로바뀌므로필히예약을
해야 하나, 피자나 카레와 같이 늘 고정적으로 존재하면
서비교적손쉽게만들수있는메뉴의경우엔별도의예
약을거치지않아도된다고한다.

레시피즈의요리가격과강습비
가게에도착하면요리에필요한모든재료들은이미준비
되어 있으므로, 고객들은 단계별로 전문 주방장들의 설명
을 들으며 준비된 식재료들을 간단히 조리하면 된다. 레
시피즈에 따르면 각각의 재료들을 조리하는 데는 보통
10분 정도소요되며, 이때 숙달된요리사들로부터도움을

03
PART 1

▲ 국길포드(guildford)에 위치한
제이미의이태리언레스토랑외경

▲유기농야채와신선한재료만을고집하는
제이미의건강식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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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제이미올리버(Jamie Oliver)
소 재 지 국런던
사업개시연도 2009년 3월
주 소 48-50 St. Johns Road, 

Clapham Junction, 
Battersea, London, 
SW11 1PR, UK

전 화 +44-845-279-7272
웹사이트 www.jamieoliver.com/recipease

이 메 일 feedback@recipease.com
제품및서비스가격 3.75 ~ 35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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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조리 과정이 모두 끝나면 고객들은 완성
된 음식을 포장한 뒤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가격은 메뉴별로
차이가 있으나, 현재 선택 가능한 메인 요리는 1인당 3.75파운드
부터이며, 강습비는 1인당 25파운드다. 현재 레시피즈에는 다양
한 종류의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며, 고난도의 기술을 익히기 위
한요리강습도제공한다고한다.

외식업계의새로운틈새시장
요리에자신이없는사람들의경우, 대개테이크아웃이나출장요
리 서비스 등을 자주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레스토랑에서 직접
요리 강습을 받아가며 요리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또 솜씨를 향
상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
게 될 것이다. 요리에 관심은 있으나, 실제로 음식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공략하여 이들에게 친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하나의경쟁력있는아이템이될것으로기대된다.

▲길포드에있는제이미의
이태리언레스토랑내부모습

▲유기농야채와신선한재료만을
고집하는제이미의건강식요리

▲‘제이미의이태리언레스토랑’메뉴들

33
Part I



요리레슨을병행하는식당의경우이용객들의관심을단번에끌만한음식메뉴와, 관련 레시

피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보

다는 흔히 접할 수 없는 고급스러운 음식을 쉽게 요리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

는데, 이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결코 쉽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모든 재료를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하므로 사전 준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또한 레슨이 없는 날은 일

반 고객을 대상으로 식당 운 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생각해 두어야

한다.

자격증 취득이 곧 취업을 보장해 주던 시절이 있었다. 관련 학원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람

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곤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격증 취득자가 넘쳐나고 또 고학력자가

증가하면서 취업문은 더욱 좁아져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자격증이 있어도 취업에 큰

향이없다는인식이커지면서학원가엔비상등이켜졌다. 수강생을끌어들이기위해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들의 돌아선 발걸음을 되잡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이 아이

템은요리에관심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하여그들이요리하는데필요한재료를미리준비

해 둔 뒤, 그들로 하여금 간단한 조리 과정을 거쳐 요리를 완성한 다음 집으로 가져가 즐기도

록하는것이다. 이렇듯 식사 준비와요리 레슨이결합된테이크아웃식당은오늘날어려움을

겪고있는학원가, 특히요리학원의새로운돌파구가될수있다.

어렵게만느껴지던고급음식을전문가의도움을얻어간단한조리과정을거친뒤자신의손

으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음식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

한 형태의 음식점은 현재 일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 예로, ABC쿠킹 스튜디오는

주변의 유명 음식점과 연계하여 인기 메뉴의 레시피를 수강생들에게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여 인기를 얻었고, 이로써 운 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음식점은

고객들로 하여금 인기 메뉴를 직접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그들과 친 감을 형성할 수 있고,

또한 고객은 보다 전문적인 요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되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서비스

가될수있겠다.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업종의 특장점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리스크 분석

해외 신사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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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체크 포인트

창업계획수립 □ 요리교실과식당운 을병행할자신이있는가?

□ 시장조사를통해정확한정보를파악하 는가?

시장조사 □ 주변수요조사를하 는가? (아파트단지세대수, 연령)

□ 주변의경쟁점포를조사하 는가? (업체 수, 상품, 가격 등)

창업형태결정
□ 식당콘셉트를강조할것인가, 아니면학원의이미지를

강조할것인가?

자금계획수립
□ 본인이조달가능한범위내에서자금계획을수립하 는가?  

(점포구입비, 인건비, 인테리어비, 운 비등)

□ 시장조사결과를반 해업종에적합한상권과입지를

상권, 입지선정 결정했는가.

□ 주부와여성들의유동이활발한곳인가?

기계설치및 □ 점포는가시성과접근성이높은곳인가?

인테리어공사 □ 강의와시식이동시에이루어질수있는가?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신청했는가.

□ 관할구청에서 업신고증을발급받았는가.

인허가사항 □ 별도의인허가사항은없는가?

기타사항 □ 경쟁력있는메뉴와관련레시피를다양하게

확보하 는가?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창업절차

Par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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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레슨을받는테이크아웃식당의소비자들은대개요리에관심이많을것이다. 요리에 관
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대부분 여성일 것이나, 최근에는 독신, 자취생 등 요리에 관심을 두는
남자들도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이들은보통일상적인음식이라할지라도독특한방법으로
조리를해서먹거나, 아니면 평소에접하기어려운음식을직접조리해서먹기를원하는경향
이있다.
최근에는 관련책자나인터넷을통해다양한레시피가공개된상황이지만, 한 번의 식사를위
해 다양한 재료를 소량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재료를
대량 구매하고, 미리 손질을 해두어 바로 조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면 보다 경제적일 것이다.
또한 전문가의 조리 팁이나, 특별한 맛을 내는 비법을 가르쳐 준다면 흠잡을 데 없는 요리 레
슨식당이될것이다.

국내에도 요리교실을 선보이는식당이있기는하다.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특 1급 호텔들이
특가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그 속에 체험 프로그램으로 무료 요리 교실을 포함시킨 것이다.
관련 호텔에 따르면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상품들을 선
보일예정이라고한다.
또한,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는요리실습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는것이새로운트렌드로떠
오르고있다고한다. 4주 과정으로이루어진한요리체험교실은요리를하면서자연스럽게창
의력과상상력을키울수있어참가신청자가줄을잇는다고한다.
이 밖에도 요리를통해자신감을찾고자하는사람들이나, 가족들과 화목한시간을보내기위
해요리를배우려는사람들등요리실습및강습에대한수요는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 가운데해당아이템은요리교실이식당을겸하거나, 식당이 요리 강좌를병행하는등
양자 간의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새로운 외식문화를 탄생시킬 것이다. 아울러 그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렇듯 새로운 콘셉트를 가진 외식 문화는
향후그시장이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소비자특성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예상 시장 규모

해외 신사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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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레슨을병행하는식당의경우가장큰경쟁력은일상에서쉽게접하기어려운요리를쉽게
만들어먹을수있도록한다는것에있다. 따라서사람들의관심을끌만한다양한요리와레시피
를철저히준비해두는것이좋겠다. 또구하기어려운재료를대량으로구매하고, 모든재료는필
요할때바로사용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준비를해놓는등요리시편의성을높이기위한전
략도필요하다. 더불어책에서는쉽게볼수없는전문가의조리노하우나, 맛을내는특별한방법
등을알려주는것도좋은방법이다.

요리 레슨을 병행하는 식당의 소비자가격에는 재료비뿐만 아니라 레슨비까지 포함되어 있어
야 한다. 물론 요리에 따라 가격의 차이는 있어야 하겠으나, 일반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의 경우, 메인 요리는 3.75 국 파운드 (한화
7,500원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인이 보통 한 끼 식사로
지출하는 비용은 4,000~5,000원 정도이다. 따라서 1만원 내외로 기본 가격을 책정한 뒤,
요리의종류에따라가감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상품 전략 (Product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가격 전략 (Price Strategy)

Par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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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레슨을병행하는식당은일반적으로요리에관심이많은20~40대여성을주요타깃으로삼
는다. 따라서이들의유동인구가많은지하철역세권이나신세대상권이유망입지라고할수있
다. 또한, 남편의출근과아이들의등교가이루어진뒤의여유시간을활용할수있는주부들을끌
어들일수있도록아파트인근상가에자리를잡는것도좋은방법이다. 
또한최근엔요리에관심을보이는젊은남성들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므로오피스가인
근에식당을오픈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겠다.
대로변 1층의가시성이높은점포를선택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긴하나, 이경우점포비가부담
이될수있으므로지하나2, 3층점포를공략하는것도좋을것이다. 단, 전면간판등외부사인
물부착이용이한점포를택하는것이중요하다.

사업성분석 03_상권 및입지

적합상권 및 입지유형



요리 레슨을 병행하는 식당의 경우 총 투자비의 70% 이상이 인테리어, 집기 등 점포개발에
투자된다고 할 수 있다. 지하나 2, 3층 매장은 1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리금 등이 형성되지

바야흐로음식점운 에도온라인마케팅전략이필요한시대가왔다. 블로그를 통해맛집이
나자신만의특별한요리레시피를소개함으로써사람들의관심을끄는것은이제더이상특
별한방법이아니다. 
홈페이지를만들거나블로그, 혹은 미니홈피를통해식당의콘셉트를소개하고어떤사람들이
어떤 요리를 만들어 시식하는지 그 과정을 사진이나 동 상을 통해 상세히 보여주는 것도 효
과적인방법이될수있다.

맛이 좋기로 소문난음식점과제휴를하여고객을끌어들이는것도좋은방법이다. 가령 일본
의 ABC 쿠킹 스튜디오의 경우, 주변의 유명 음식점과 연계하여 인기 메뉴의 레시피를 수강
생들에게제공하는서비스를통해좋은반응을얻고있다.
한편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스타 요리사나 요리 블로거를 초대하여 특별한 노하우를 전
수하는것도좋은방법이될수있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판매촉진 전략 (Promotion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온라인 마케팅 (On-line Marketing Strategy)

사업성분석 05_투자비용예측

투자비용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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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레슨을 병행하는 식당의 경우 교육과 조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소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또 고객들이 직접 조리에 나서야 하므로 일반 식당에서처럼 홀에 집중하기보다는
조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점포의 바깥쪽은 넓은 통유리를 설치
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자연스럽
게홍보효과를가져올수있을것이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점포개발 전략 (Place Strategy)



대개 요리 레슨이 병행되는 식당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음식보단 평상시 맛보지

못하는음식을만들어먹으려는성향이강하다. 따라서 이들의마음을사로잡을수있는메뉴

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나아가 이를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까지 마련한다면 금상첨

화일것이다.

않는 매장이 많기 때문에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만약 경 악화로
문을 닫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전체 투자비의 3분의 2를 날려 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
으므로, 보다 신중한선택이필요하다. 
식당으로 쓰일 수 있는 점포에, 조리 기구를 추가로 들여 놓아야 하므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
권 상권을 기준으로 볼 때 창업비용은 최소한 1~2억원은 예상해야 할 것이다. 대개 이 정도
투자금액이뒷받침되어야경쟁력있는시설을갖출수있기때문이다.

요리 레슨을 병행하는 식당이 요리 학원과 다른 점은 수강생들이 재료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것이다. 나아가 식재료를미리완벽하게다듬어놓기때문에고객은재료준비에필요

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간편성과 편의성이 요리 학원이 아닌 요리 레슨을 병행하

는식당을이용하도록하는가장큰이유중하나가될것이다.

요리 레슨을 병행하는 국 식당‘레시피즈’는 테이크아웃 식당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곧

개인적이고독립적인성향이강한 국의문화를그대로반 하고있다고보아도될것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타인과 함께 식사하길 즐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강생들끼리함께음식을맛보는공간을마련하는것이좋을것이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1

경쟁력있는메뉴와, 이를간편하게
조리할수있는레시피의제공이필요하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2

수강생들이곧바로조리에들어갈수있도록
갖가지재료를완벽하게준비해두어야한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3

조리를완료한후수강생들이함께
음식을맛볼수있는공간을마련하는것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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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손님을고르는떠돌이‘안티레스토랑’

‘안티’레스토랑, 
기존음식점에대한고정관념을깨다
안티 레스토랑‘찰리스 버거(Charlie’s Burgers)’홈페
이지의메인화면은여느음식점의그것과는사뭇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감옥을 연상케 하는 철문 사진만 떡하니
자리 잡고 있을 뿐, 그 흔한 주소나 전화번호, 그리고 이
메일주소도나와있지않다.
재밌게도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은 햄버거와 무관하며 주
인의 이름도‘찰리’가 아닌‘제이미 드러몬드(Jamie
Drummond)’라고 한다. 언뜻 환상을 자아내는 듯 보이
는이신비한레스토랑의정체는과연무엇일까?

선택받은고객만방문할수있는레스토랑
찰리스 버거에서 저녁식사를 하려면 먼저 음식에 얼마나
관심이있는지를묻는설문조사에응한뒤초대장을신청
해야 한다. 운이 좋다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찰리스 버
거의 다음 이벤트에 대한 초대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신
청자가 워낙 많다 보니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찰리’의 정체나 이벤트의 위치는 비 에 부쳐지는데, 이
벤트에초대된손님은신문가판대같은공공장소의위치
가 적힌 초대장을 받게 된다고‘토론토 스타’신문은 보
도하고있다. 

04
PART 1

▲홈페이지의메인화면

▲가리비와코코넛 크리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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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찰리스버거(Charlie's Burgers)
소 재 지 캐나다토론토
사업개시연도 2008년 9월
웹사이트 www.charliesburgers.ca
제품및서비스가격
75 ~ 110 달러 (캐나다화폐)

Section 1



비용이상의값어치를하는찰리스버거의요리
칵테일과 와인, 식사와 디저트를 포함한 5~8단계의 코스 요리
가격은 캐나다 화폐로 110달러 정도이지만, 소문에 의하면 그 이
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 ‘캔 속의 오리’라는 대표 메뉴는 몬
트리올의 돼지 족발(오 피에 드 꼬숑: Au Pied de Cochon)을
요리한 것인데, 보도에 의하면 이 요리가 이벤트에 자주 등장하
며, 이밖에도 치즈 트레이, 말벡(Malbec)과 보스크(Bosc) 서양
배, 아몬드와 월넛 아이스크림 등이 푸짐하게 나온다고 한다. 한
번의 이벤트에 250명 정도가 지원하지만 초대받는 사람은 불과
30명 정도에지나지않는다고토론토스타지는보도했다.

창업비용으로고민한다면
가격 대비 양질의 음식을 제공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찰
리스 버거의 수익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
르겠다. 그러나, 장소가 비 에 부쳐지는 이 레스토랑의 경우, 여
느 음식점에 비해 입지의 중요성은 덜하므로 점포 마련에 드는
비용은절감된다는사실을고려해봄직하다.
마치 비 스런 모임에 참가하는 것과 같은 스릴과, 양질의 식사
로 고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는 떠돌이 안티 레스토랑. 오늘날
새로운 것을 비교적 쉽게 수용하며, 독특하고 색다른 경험을 즐
기곤 하는 20~30대 젊은 층을 겨냥하여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을 꾀한다면, 이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는 사업 아이템이
될수있을것이다.

▲코스요리에나온프로슈토
(이태리햄)와 사슴고기타르타르소스

‘찰리’로알려진제이미드러몬드의사진▶

▲코스요리에나온 프랑스제치즈

▲연어가가득든필로페이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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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음식점에 반(反)하는‘안티’레스토랑은 가게 문을 열면 자연스럽게 손님이 들어오는 시

스템이 아니다. 손님들을 직접 선택하여 준비된 연회장으로 초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원활한운 을위해서는사전에가게의인지도를충분히높여두어야한다. 물론 이용

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초대를 신청해야 하긴 하나, 손님들이 레스토랑의

존재자체마저알지못한다면개점후한동안은매출을기대하기어려울것이다.

또한, 손님들에게 놀라움을안겨줄신선한이벤트를늘준비해두는것도쉽지만은않은일이

다. 더욱이 이용객들을 통해 운 상의 극비 사항이 새어나갈 경우 경쟁 점포가 등장할 가능

성도높고, 사업을 지속하는데 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 또한, 보통의 사람들은일상적인것

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신비주의 마케팅이 지나칠 경우 외려 지속적

인이용이떨어질우려도있다.

일반적으로레스토랑을방문하는손님에게주어지는가장중요한선택권은바로메뉴에있다.

수많은 메뉴들을 앞에 두고‘무엇을 먹을까?’하는 고민은 행복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 복

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그 누군가가‘먹는 것까지 이렇게 고민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메뉴 선택은 골치 아픈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가끔은 다른 사람이 주문하는 메뉴를 따

라서 주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메뉴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구내식당을 이용기도 하며 선택의

번거로움을 배제하고자 한 가지 메뉴만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점을 찾기도 한다. 이런 사

람들에게, 선택받은 고객만 방문이 가능한 이 특별한 레스토랑은 신선한 활력소로 다가올 것

이다.

손님이 선택을 받는 이 레스토랑의 이용은 관심 있는 손님이 인터넷을 통해 초대장을 신청하

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만약 초대장을 받게 된다면 이후엔 레스토랑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

르기만하면된다.

장소 안내에서 메뉴 선택, 그리고 방문 후 식사를 하기까지, 이 일련의 과정은 모두 비 리에

진행되므로 손님은 한껏 기대를 안고 방문하게 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외식업 시장에서 이

렇듯 숨겨진 레스토랑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색다른 틈새시장이 될 것으로 보

인다.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업종의 특장점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리스크 분석

해외 신사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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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체크 포인트

창업계획수립 □ 레스토랑운 에대한기본적인개념을이해하 는가?

□ 시장조사를통해정확한정보를파악하 는가?

시장조사 □ 주변수요조사를하 는가? 

□ 주변의경쟁점포들을조사하 는가? 

(업체 수, 상품, 가격 등)

창업형태결정
□ 손님을고르는레스토랑은아직프랜차이즈화가되지

않았으므로독립점포로운 해야한다. 이를감안하 는가?

자금계획수립
□ 본인이조달가능한범위내에서자금계획을수립하 는가? 

(점포구입비, 인건비, 인테리어비, 운 비등)

□ 시장조사결과를반 해업종에적합한상권과

상권, 입지선정 입지를결정하 는가?

□ 젊은이들의유동이활발한곳인가?

기계설치및 □ 고객들이도보또는차량으로접근하기쉬운점포인가?

인테리어공사 □ 내부인테리어는고객들이편안함을느낄수있도록

조성되었는가?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 는가?

□ 관할구청에서 업신고증을발급받았는가?

인허가사항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실시하는위생교육을받았는가?

기타사항
□ 초대장을신청할수있는인터넷시스템을구축하 는가?

□ 경쟁력있는메뉴와차별화된서비스를갖추었는가?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창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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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레스토랑의 경우 대개 가족 단위나, 연인, 그리고 20대여성 등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고 있다. 중장년층의 경우엔 양식보다 한식을 즐기는 성향이 강하므로 이들의 이용률은 상
대적으로떨어지는편이라고할수있다.
손님이 선택을 받게 되는, 기존의 통념을 깨는 음식점을 찾는 사람이라면 늘 똑같은 방식의
식사에 질려버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이들은 독특한 이벤트와 새로운 메뉴, 그
리고 새로운만남의기회를즐기는사람들이라볼수있으므로굳이타깃연령층을정한다면,
이는새로운것을쉽게받아들이고즐길수있는 20~30대 젊은층이될수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대중적인 기호와 크게 동떨어진 메뉴를 준비할 경
우, 소비자에게외면받을가능성도있다는것이다.

레스토랑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편화된 패 리레스토랑이 한국에 도입된
것은 1990년대이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패 리레스토랑의 시장 규모는 처음의 10
배로성장했다. 
그런데 오늘날 천편일률적인 메뉴에 싫증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패 리레스토랑들
은최근들어고전을면치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들 레스토랑은시시각각변하는소비자들
의 입맛과 감성을 사로잡지 못해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는 데다 가맹점 수까지 줄어들고 있다
고한다.
반면테이블 3~4 개가 전부이고, 메뉴도그날의특별요리가전부인소형레스토랑이나퓨전
레스토랑의 인기는 갈수록 늘고 있다. 이는 곧 기업형의 대규모 레스토랑에서 소규모의 가내
수공업형 전문가 매장으로 옮겨 가고 있는 외식업계의 트렌드를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접 손님을 고르는 안티 레스토랑은 손님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매장이 운 되므로 특별한
입지 전략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동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소비자특성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예상 시장 규모

사업성분석 03_상권 및입지

적합상권 및 입지유형

해외 신사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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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손님을고르는안티레스토랑은장소와메뉴, 심지어는 식사에참여할수 있는지의여부
조차도 비 에 부쳐져야 한다. 이른바 신비주의 마케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감동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메뉴와 서비스의 경쟁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요리와, 마치 특별대우를 받는 듯한
느낌을자아내는서비스를제공하도록해야한다.

인구가 많거나, 고급 음식점이 모여 있는 거리에 입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일 최상의
상권에 입점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것들과는 차별화된 메뉴나 홍보 전략을 개발하는 데 더 많
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점포를 지하나 2층 이상의 위치에 마련한다면 매장의
출입구에독특한실외장식을함으로써고객의시선을끌어모으는방법도생각해봄직하다.
그러나, 업이 지속되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굳어진 시점에서는 입지보다는 서비스 및 마케
팅전략이더욱중요해지므로, 입지 자체보단어떤메뉴와이벤트를제공할것인가에더욱중
점을두어야할것이다.

직접 손님을 고르는 안티 레스토랑은 다른 곳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이벤트와
메뉴,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에 합당한 가격을 책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시 말해
가격에 대한 제한은 여느 음식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이다. 단,  비 리에 진행되
는 이벤트로 인해 비싼 음식점으로 인식되어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대략의
가격범위를공개해놓는배려가필요하다.

직접 손님을고르는안티레스토랑은손님을초대하는방식으로매장이운 되므로 A급 입지
에 들어서야 한다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그보다는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내부인테리어경쟁력을높이는데주력하는것이더좋을것이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상품 전략 (Product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가격 전략 (Price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점포개발 전략 (Pla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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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레스토랑을 창업할 때 점포 비용을 제외한다면 인테리어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점포 규모를 99㎡ 정도로 예상하고, 인테리어비를 3.3㎡당 100만원으로 잡는다면

대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고급스러운 콘셉트로 점포의 차별화

직접 손님을 고르는 안티 레스토랑은 인터넷에 초대를 신청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업이 이

루어진다. 따라서 인터넷을바탕으로한온라인마케팅이무엇보다효과적인방법이될수있

다. 맛 집 전문 블로거나 음식 동호회 회원들을 초대해 체험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도 효율적

인마케팅전략이라고할수있다.

직접 손님을 고르는 안티 레스토랑은 인터넷을 통해 이용을 신청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업

이이루어진다. 일반 레스토랑의경우우연히길을오가다점포를이용할가능성도있지만안

티레스토랑은그럴가능성이전혀없다. 따라서 사전에이와관련된독특한시스템을대중에

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거나 여성 잡지 등과

제휴를 맺는 것, 그리고 한 달에 한 커플 정도 무료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다.

익스테리어는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간판의 형태 등에 신경을 쓰고,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움을 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다. 안락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편의성
을높일수있는전략이필요하다고하겠다. 지하나 2층 이상의점포라면매장의출입구에독
특한실외장식을해고객의시선을끌어들이는것도좋은방법이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판매촉진 전략 (Promotion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온라인 마케팅 (On-line Marketing Strategy)

사업성분석 05_투자비용예측

투자비용 예측

해외 신사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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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손님을고르는안티레스토랑은장소와메뉴, 심지어는 자신이식사에참여할수있는지

의 여부조차도 비 에 부쳐져야 한다. 따라서 신비주의 마케팅을 통해 고객들의 기대감을 한

층높여주는것이중요하다고하겠다.

를 꾀하고자 한다면인테리어비용은더욱증가할것이다. 여기에 집기류구입비와창업에필

요한기타비용도감안해야한다. 99㎡ 규모의일반레스토랑을창업하는데 2,000만원정도

가 소요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총 점포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5,000만원의 투자비가

드는셈이다. 만약 인테리어비용이부담스럽다면기존카페를인수하여리모델링하는방법도

고려해볼만하다.

안티 레스토랑을이용할수있는고객들은한정적이다. 한번의 이벤트에 20~30명 정도의고

객만 초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객이 중복되지 않도록 고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필요가있다.

직접 손님을 고르는안티레스토랑의경우, 메뉴와 서비스의경쟁력을최대한높이는것이중

요하다. 코스 요리로 진행되는이벤트는 3~4시간 정도로여유 있게잡고, 여느 음식점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요리와 함께 고객들로 하여금 특별대우를 받는 것과 같은 느낌을 자아낼

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좋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1

직접손님을고르는레스토랑은신비주의마케팅이효과적이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2

이용객이중복되지않도록체계적인고객관리프로그램을구축해야한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3

메뉴및서비스경쟁력을최상의수준으로높여야한다.

Par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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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이동식레스토랑

컨테이너, 레스토랑으로다시태어나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오래된 항구 맥길 스트리트에 임시로
자리잡고있는‘뮈브박스(Muvbox)’는 높이 8피트, 길이
20피트의 운송 컨테이너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컨테
이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90초 만에 세련된‘패스트푸
드’레스토랑으로변신하게된다고한다. 

이 뮈브박스는 온전한 부엌 시설과, 네명의 직원을 위한
업무 공간, 그리고 나무 장작을 떼는 피자 오븐까지 구비
하고있다. 그 뿐만이아니다. 외벽이열리고나서지붕을
갖춘 테라스가 형성되면 28명의 손님이 앉을 수 있는 식
사공간도탄생한다. 

환경친화적인콘셉트의해산물요리전문점
이식당은여러가지면에서친환경적인요소들을갖추고
있어 환경문제가 중요 관심사로 대두된 오늘날,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듯하다. 재활용된 타이어로 바닥
을 구성하는 등 이 컨테이너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은
대부분 재활용된 것이다. 또한 지붕에는 평소 필요한 전
력의 40%까지 공급할 수 있는 태양 전지판이 장착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스토랑은 도로는 물론 바닷가로
도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피자나 랍스터 등 몬
트리올지역에서나는싱싱한해산물요리를특화시켜판
매하고있다고한다.

05
PART 1

▲식당컨테이너를여는모습

▲뮈브박스에서주문한메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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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뮈브박스(Muvbox)
소 재 지 캐나다몬트리올
사업개시연도 2009년 6월
주 소 Rue De La Commune Ouest 

& Rue Mcgill, Montreal, 
QC,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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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찾아가는이동식레스토랑
뮈브박스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동성이 좋다는 데에 있다. 다
시 말해 어느 한곳에 고정된 채로 고객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
는 기존의 레스토랑과 달리,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새로운 개념
의 레스토랑이라는 것이다. 또한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내
부디자인을바꿀수있다는것도하나의장점으로꼽힌다.

음식점 이용이 비교적 쉽지 않은 지역과, 각종 단체 행사를 겨냥
하여 특화된 음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러한 이동식 레스토랑
은 하나의 각광 받는 외식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친환경성을 중시하는 요즘, 이렇듯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갖춘 레
스토랑이등장한다면많은사람들의주목을받을것이다.

▲뮈브박스의모습

피자를만드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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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레스토랑은 말 그대로 이동을 하면서 업을 하는 방식이므로 단골 고객 확보에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업을 지속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객을 찾아다니는 것도 쉽지는 않

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동식 레스토랑을 설치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창업자들은큰부담을느낄수있다. 캐나다의 이동식레스토랑뮈브박스는본체가격

최근미국에서는한국식퓨전요리를파는이동식음식점이큰인기를끌고있다고한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뮈브박스’이다. 이 레스토랑의 주 메뉴는 멕시코 음식‘타코’에

한국식 양념 고기를 얹어 파는 퓨전요리라고 한다. 그리고, 주방장은 최고급 호텔의 수석 주

방장 출신인 한인 동포이다. 식당은 버스 형태로 운 되는데, 자정쯤이면 음식이 모두 바닥이

날정도로장사가잘된다고한다.

이러한 이동식 레스토랑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점포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동이 가능

하다는 점이다. 이는 컨테이너 박스에 조리 시설과 테이블을 갖추고,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전문 조리사가 즉석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도의 점포를 필요

로하지않는다.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 외에 장점은 또 있다. 미리 준비된 메뉴가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요리를만들어줄수도있고, 또 현장에서직접 조리하므로도시락이나출장뷔페에비

해음식고유의맛을보다풍부하게느낄수있다는점이바로그것이다.

환경적인 면을 고려할 때도 이 아이템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

음은 물론, 맞춤형 조리 시스템이므로 음식의 낭비가 없어 환경보호에 앞장선다는 이미지도

형성할 수 있다. 게다가 지붕에 태양열 전지판까지 장착한다면 평소 필요한 전력의 40%까

지공급받을수있어고정비용까지줄일수있게된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야외 행사에서도 고객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동식

레스토랑을 이용한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음식과 관련하여 갖가지 준비 사항을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그들의 번거로움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향후 이 아이템의

역은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업종의 특장점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리스크 분석

해외 신사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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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체크 포인트

창업계획수립 □ 이동식레스토랑에대한기본적인개념을이해하 는가?

□ 시장조사를통해정확한정보를파악했는가?

시장조사 □ 수요조사를하 는가? 
(이동식레스토랑에대한선호도조사)

□ 경쟁점포조사를하 는가? (업체 수, 상품, 가격 등)

창업형태결정 □ 이동식레스토랑의본체는어떻게마련할것인가? 
(직접 제작또는기존차량의개조)

자금계획수립
□ 본인이조달가능한범위내에서자금계획을수립하 는가?

(점포구입비, 인건비, 인테리어비, 운 비 등) 

□ 이동식으로 업이진행되므로상권및입지분석은

상권, 입지선정 상대적으로덜중요함. 

□ 젊은층의유동이활발한곳인가.

□ 조리시설과식재료보관시설, 식사를할수있는시설, 
화장실과같은편의시설이모두갖춰진상태인가? 

기계설치및 □ 먼지나벌레, 새, 직사광선등환경적악 향으로부터고객을
인테리어공사 보호할수있는장치가마련되어있는가?

□ 고객이편리하고안락함을느끼며식사를할수있는
장치가마련되어있는가?

사업자등록 □ 우리나라는현재탑차형이동음식점창업시의인허가사항에
대해법제화가이루어지지

기타사항
□ 이동식 업을함께할수있는직원을채용하 는가?

□ 안정적인고객을확보할방안을마련하 는가?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창업절차

Part I
51

이 150,000달러(한화 1억6,500만원)에 달한다고한다. 따지고보면점포형창업못지않은비

용이 투자되는 셈이다. 따라서 창업하기 전, ‘합리적인 투자’와‘안정적인 고객 확보’라는 두

마리토끼를잡을수있는방안을먼저생각해두어야할것이다.



이동형 레스토랑은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서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도심

에서는 다양한 음식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동형 레스토랑의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

다. 반대로, 음식점 이용이 불편하거나, 원하는 음식을 맛보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또는 특별

히행사음식을준비해야할경우엔이러한이동형레스토랑의등장을원하는사람이있을것

이라고생각해볼수있다.

이동형 레스토랑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미리 만들어진 음식이 아

니라 즉석에서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맛에 대

한 퀄리티뿐만 아니라 시설의 편리함과 서비스의 품격까지 높여 고객이 반복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야할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동식 식당은‘밥차’다. 약 10여 년 전 화판에 처음 등장

한 밥차는 취사장비와 식기도구를 구비해 따뜻한 집 밥을 만들어 주는 이동식 식당 차량으로

촬 시간을줄일수있다는경제성과차가운도시락, 그리고 불어 터진자장면에서벗어나고

자하는식욕이탄생시킨발명품이라할수있다.

벤처투자붐과한류열풍등으로한국 화계의성장과더불어절정의시절을구가하던밥차

는 2007년 이후 화 제작 편수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사양화를 겪어 왔다. 그런 밥 차가 최

근에는새로운활로를찾고있다. 화, 드라마, 광고 같은 전통적인밥 차의시장 역을벗어

나 콘서트, 군 훈련 중인 무인도, 대학생 수련회, 동문회 정기총회, 체육대회, 국립묘지, 국토

대장정, 화물연대의파업현장까지다양한수요를충족시키고있다. 

이동식 레스토랑은이런밥 차의업그레이드버전이라고보면될것이다. 따라서 메뉴와시설

을좀더업그레이드시키고, 서비스의품질을높인다면시장은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소비자특성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예상 시장 규모

해외 신사업 아이디어
52



이동식 레스토랑은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음식을 곧바로 조리한 상태에서 먹을 수 있

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따라서 실력이 좋은 전문 주방장을 고용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

용한고급스러운음식을제공하는전략이필요하다. 여기에차별화된서비스가병행된다면더

할나위없이좋을것이다.

이동식 레스토랑의 메뉴 가격은 점포형 레스토랑에 비해 조금 저렴하게 책정하는 것이 유리

하다. 가격이 너무 높을 경우 소비자가 점포형 레스토랑으로이동할 가능성도 높기때문이다.

또한 행사의 성격이나 연령층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전략도 효과적일것이다. 그리고,

대규모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엔 할인정책을 펴는 것도 재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동식 밥 차의 경우 보통 한 끼에 국 하나, 반찬 6가지를 제공하고 5,000원

을받는다고한다.

이동식 레스토랑의 경쟁력은 레스토랑 본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시설 경쟁

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고객이 찾는 횟수는 증가할 것이다. 차량과 관련하여, 레스토랑용으로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상품 전략 (Product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가격 전략 (Price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점포개발 전략 (Pla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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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레스토랑은 한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상권이나 입지가 필요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차량이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유동인구를 자연스럽게 흡입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차량 자체만을 가지고도 홍보 효과까지 거

둘수있도록, 차량의외양이나이동위치에대해서도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하겠다. 

사업성분석 03_상권 및입지

적합상권 및 입지유형



이동식 레스토랑의 창업비용은 크게 차량 구입비, 시설 투자비, 주방 집기 구입비 등으로 나

이동식 레스토랑의 경우 아직은 생소한 아이템이므로 온라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고객에게 다

가가면좋을것이다. 홈페이지를 개설해무료 체험고객을모집한뒤이들로하여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리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한, 온라인을 통해설문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고그결과를반 하여상품의질을향상시

킴으로써 고객만족을 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포털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활용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미지 광고를 함으로써 브랜드 파워를 높여 나가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이다.

이동형 레스토랑은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서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음식점 이용이 불

편하거나원하는음식을맛보기어려운지역또는특별한행사개최시에이동형레스토랑사

용을 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축제, 단체 모임, 야유회 등을 공략한

다면 좋을 것이다. 또는 주방 설비가 없는 기업, 공장, 학교, 유치원 등에 정기적인 이용을 권

할 만하다.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나 500명 이상의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할 땐 할인혜택을

주는것도좋은방법이다.

개발된 본체를구입하는것이 가장좋은방법일것이나, 이는 고가의 비용이예상되므로기존

차량을 개조해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동식 밥 차 역시 최근엔

기존에사용하던 1.4t을 벗어나비용이 3배는비싼 2t 트럭으로개조하는추세다. 작은 트럭에

는실을수없는대형냉장고와물탱크, 300인분의전자동밥솥을실을수있기때문이다. 덧

붙여, 먼지나 벌레, 새, 직사광선 등 환경적악 향으로부터고객을보호할수있는장치도마

련하는것이좋을것이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판매촉진 전략 (Promotion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온라인 마케팅 (On-line Marketing Strategy)

사업성분석 05_투자비용예측

투자비용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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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레스토랑은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음식을 즉석에서, 그것도 곧바로 조리한 상

태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시설이 한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

로 소비자들은 메뉴와 서비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실력이 좋은 전문 주

방장을 입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고급스러운 음식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또한 서비스차별화에도신경을쓰면좋을것이다.

눌 수 있다. 캐나다에서 개발한 뮈브박스는 전형적인 운송 컨테이너에 레스토랑 시설을 가미

한 첨단 시스템으로 단번에 레스토랑으로 변신이 가능하지만 이를 구입하는 데는 150,000달

러(한화 1억6,500만원)의 거금이소요된다. 소자본창업자들에게는부담스러운비용이라고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밥 차의 경우 3,000만원(2.5톤 차량 2,000만원, 시설 700만원, 주

방집기 200만원, 물품선수금 500만원등) 정도면창업이가능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또 맞춤형 조리 시스템을 통해 음식의 낭비를 줄이면 환경보호에

앞장선다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뮈브박스와 같이 지붕에 태양열

전지판을 장착한다면 평소 필요한 전력의 40%까지 공급받을 수 있어 친환경 이미지는 물론

고정비용축소효과까지도거둘수있어일거양득의효과를볼수있다.

이동식 레스토랑의 경쟁력은 레스토랑 본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시설 경쟁

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고객의 이용 횟수는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점포형 레스토랑 못지않은

세련된 테이블, 안락한 의자와 고급스러운 식기를 준비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참고로

야외에서 식사가 이뤄지는 만큼 먼지나 벌레, 새, 직사광선 등 환경적 악 향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할수있는장치도마련하는것이좋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1

점포형레스토랑못지않은메뉴와서비스를제공한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2

야외에서식사가제공되는만큼
친환경적인이미지를형성하는것이효과적이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3

시설경쟁력을높이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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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오프라인을결합한새로운소매형태

온라인과오프라인쇼핑몰의새로운만남
쇼핑, 편리함을 따진다면 시공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온라인 쇼핑만한 것도 없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러한 편
리함뒤에는배송을기다려야하는지루함이있어불편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없지 않다. 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을 할 경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물론 매장 내 진
열된 상품만 볼 수 있다는 제한이 있으나 선택한 상품을
즉석에서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듯 서로 다
른 장단점을 가진 두 가지 쇼핑 형태를 절충한다면 어떤
서비스가 탄생할까? 이 두 가지 쇼핑 형태를 두고 각기
장점만을취한뒤새로운소매형태를고안해낼수는없
을까?
이러한 의문에 주안점을 두고, 백화점‘시어스(Sears)’는
‘마이고퍼(MyGofer)’라는 상점을 오픈했다. 이는 온라인
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상점으로, 시어스는 이를 세계 최
고의쇼핑몰로발전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드라이빙미스레이지 (Driving Miss Lazy)  
-‘마이고퍼’만의특별한쇼핑방법
‘마이고퍼’는 새로운 창고 형태의 가게 콘셉트로, 온라인
상점의 강점인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오프라인
상점이 갖는 즉각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2009년 5월
일리노이 졸리에(Joliet) 지역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이
상점의 경우 주문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고객
들은 여느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와 같이 인테넷을
통해 상품을 살펴본 뒤 마음에 드는 제품을 주문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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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고퍼의모습

▲마이고퍼구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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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마이고퍼(Mygofer)
소 재 지 미국일리노이
사업개시연도 2009년 5월
주 소 2700 Plainfield Rd, Joliet, 

IL 60435, USA
전 화 1-800-810-5891 
웹사이트 www.mygofer.com
이 메 일 service@mygofer.com
제품및서비스가격
1 달러에서 50,000 달러에이르기까지
제품별로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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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치약에서부터 가전제품, 보석류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들이선호하는천여개의브랜드들이모여있는이곳에서주문을
완료하고 나면, 소비자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드라
이브-쓰루(Drive-through: 차를 운전하면서주문한물품을받아
감) 방식으로 물건을 찾아갈 수 있다. ‘시카고 트리뷴’지에 따르
면 시어스는 새로운 마이고퍼 상점을 열기 위해 25,908㎡ 규모
인 현재의 케이마트(Kmart)를 폐쇄할 예정이며, 새롭게 오픈하는
상점 중 약 80%의 공간은 물품 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 20%
만진열실이될것이라고보도했다. 

컨시어지서비스를도입한마케팅
시어스는 고객이 원하는 물품을 찾아주는‘컨시어지 서비스(심부
름 대행서비스)’도 실험적으로도입하고있다. 이 서비스는마이
고퍼의이름으로일리노이주외타지역의케이마트매장안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마이고퍼 닷컴을 통해 고객들은 온라인상으로
식품부터 처방전까지 5만개가 넘는 케이마트 제품들을 주문하고
가게에서물건을찾아가거나배달을시킬수가있다.

21세기는온, 오프라인병행시대
아이러니하게도 시어스 자체 웹사이트에는 이러한 두 가지 노력
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하지만 취업 정보 사이트와 시어스의
자체적인 취업정보 섹션 등에는 마이고퍼 일자리에 관련된 정보
가 많이 나와 있다. 혹,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별개이고, 둘은 절
대 공존할 수 없는 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인들이 아직도
있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이 갖는 장점을 동시에 추구하는
최근의새로운트렌드를염두에둘필요도있을것이다.

▲마이고퍼홈페이지의물품목록

▲배달용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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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산업이 갖는 문제점은 본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시장경쟁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는 것이다. 대표적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옥션은 지난 2008년 총 2조원을 넘어서는 매출

액을 달성했다. 그리고 올해는 이보다 더 증가한 2조원 후반대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옥션의 2008년도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11.5% 증가한 반

면 업 이익은 2007년에 비해 40% 이상 감소한 40억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는 최

근인터넷쇼핑의시장경쟁이그만큼치열해졌음을시사한다고볼수있다.

반면 오프라인 매장, 특히 대형 할인점의 경우, 상위 업체의 과점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상위 3개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반면, 재래시장과골목상권의경우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만을 취한다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

만, 반대로 오프라인 매장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큼 운 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감수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본래 온라인 매장의 최대 경쟁력은 가격에 있다고 한

다면새로이오프라인매장을운 하는데드비용은상품의가격경쟁력을유지하는데장애

가될수도있을것이다. 따라서이에대한대책을사전에마련해두는것이좋겠다. 

불황 속에서도 인터넷쇼핑 산업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오픈마켓을 비

롯한 온라인쇼핑몰 등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다양한 인

터넷오픈마켓들의거래규모가커지면서최근에는인터넷전자상거래규모가 20조원에이를

정도로거대해진시장규모를자랑하고있다.  그런데 온라인쇼핑산업이이렇듯성장세를보

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웹 상에서 사진을 통해 상품의 외양을 볼

수 있을 뿐, 오프라인 매장에서처럼 물건을 눈으로 직접 볼 수도, 또 만져 볼 수도 없다는 점

이바로그것이다.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소매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만을 모아 놓은

새로운 유통 형태다. 즉 주문은 온라인으로, 상품 수령은 오프라인에서 고객이 직접 찾아가는

형태인 것이다. 택배기사가 초인종을 누를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주문과 동시에 가까운

점포에서 물건을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

는비즈니스모델이될것으로예상된다.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업종의 특장점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리스크 분석

해외 신사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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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체크 포인트

창업계획수립
□ 온·오프라인을결합한사업에대한기본적인개념을

이해하 는가?

□ 시장조사를통해정확한정보를파악하 는가?

시장조사 □ 온라인소비자들의오프라인점포이용여부를

조사하 는가?

□ 주변경쟁점포를조사하 는가?(업체수, 상품, 가격 등)

창업형태결정 □ 오프라인매장의규모는어느정도로할것인가?

자금계획수립
□ 본인이조달가능한범위내에서자금계획을수립하 는가? 

(점포구입비, 인건비, 인테리어비, 운 비등)

□ 시장조사결과를반 해적합한상권과입지를결정하 는가? 

상권, 입지선정 □ 차량유입이원활한곳인가?

□ 점포는차량또는도보로접근이쉬운곳인가?

기계설치및 □ 내부인테리어는물건을찾는데편리함을느낄수
인테리어공사 있도록조성되었는가?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 는가?

□ 관할구청에서 업신고증을발급받았는가?

인허가사항 □ 별도의인허가사항없음.

기타사항
□ 물건을쉽게찾을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 는가?

□ 매장인력의서비스경쟁력을강화하 는가?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창업절차

Part I
59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저렴한 가격’이
라는 온라인의 장점과 빠른 제품의 수령이라는 오프라인의 장점을 둘 다 중요시 한다는 것이
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대부분 컴퓨터에 능숙한 세대일 것이라는 사
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수의 온라인 쇼핑객들은 주문 후 물건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
지상당한시간을기다려야한다는사실에불만을제기하곤한다. 때문에 성미가급한소비자
의 경우 배송 현황을 웹 상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며,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의 경우엔 택배기
사와수시로전화통화를하기도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결합한상점의경우, 이러한 조급함을단번에해결해줄수있으므로이
들로부터좋은반응을얻을수있을것이다.

국내에서도온라인과오프라인의결합은대형마트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물론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한 뒤 고객이 직접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찾아가는 마이고퍼와 같은 형식은 아니
다.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면 가까운 지점에서 고객에게 물건을 배달해 주는 형식이다. 이는
고객의편의성을충족시켜또다른수익을창출하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
현재 온라인과오프라인결합에가장적극적인유통업체는바로기업형슈퍼마켓이다. 롯데슈
퍼와 GS슈퍼마켓의 경우 전 매장에서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구매 금액과 상관없이
생수 한병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업체별로 배달이 가능한 지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게의 인접 지역이라면 모두 무료로 배달해 준다. 쇼핑을 하는
데 드는 시간, 비용, 노력 등을 감안하면 이는 소매유통업태 중 가장 편리하고 매력적인 서비
스가 되는 셈이다. 참고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일부 점포에서 무료배달을 실시하고 있으
며, 이런서비스를점차확대시킬계획이라고한다.
오늘날 이처럼 탄력을 받고 있는 인터넷 슈퍼마켓사업은 2005년 110억원, 2006년 190억원,
2007년에는 240억원이상의매출을올리는등가파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

인터넷 쇼핑몰은 상권이 그닥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에 오프라인이 가미된다면 입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일단 인터넷 쇼핑몰에 초점을 두되, 제품을 수령하기 위한 오프라인 매장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소비자특성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예상 시장 규모

사업성분석 03_상권 및입지

적합상권 및 입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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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매장은 주문한 뒤 바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보
다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령 신선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식
료품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상품을 구
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가 쌓인다면 향후 소비자
들은보다다양한제품을구매할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매장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저
렴한가격’이뒷받침되어야한다. 비록 오프라인매장을갖추고있다고하더라도온라인에기
반을두고있다면, 소비자들은대개웹상에선가격경쟁력이우수한쇼핑몰을선택하는경향
이있다는것을염두에두어야한다. 동시에기존의전형적인온라인쇼핑몰과달리오프라인
매장을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신속한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뢰성
을장점으로내세우는전략이필요하다고볼수있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상품 전략 (Product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가격 전략 (Pri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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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람들의접근이편리한곳으로입지를선택해야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가장중요한것
은바로접근성에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기때문이다.
최근 국내 소비자들은 대개 할인점에서 쇼핑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상품을 구입하기보다
는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구입하고, 또 차를 타고 멀리 이동하는 것보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서쇼핑하는것을선호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따라서 오프라인매장을임대비용이싼외곽
에설치하는것보단,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인근등 접근이편리한곳을택하는것이유리하
다. 그런데 이 경우 높은 점포 비용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택가 상권을
택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

오프라인 매장을 갖춘다면 고객이 찾아오기 쉽도록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
다. 따라서 점포는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점포의 위치는
굳이 1층 점포가 아니어도 좋다.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3층 이상의 점포도 상관없다.
단, 차량의접근이용이해야하므로충분한주차공간을확보하는것이경쟁력을높이는길이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점포개발 전략 (Place Strategy)



온라인 점포는 홈페이지를 통해 운 이 되므로 적은 비용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다. 일단 성능

좋은 데스크톱 PC와 서버만 연결하면 사업에 필요한 기본 장비는 갖춰진 셈이다. 여기에 사

무실을 대체할 홈페이지와 전화, 팩스,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부수적인 장비만 더 갖

춘다면창업에필요한설비는모두갖추었다고보아도될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반을 두고, 오프라인 매장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점포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이추가로소요될것이다. 그러나, 매장의온전한형식을갖추기보단, 창고형매장으로운 될

것이기때문에실내장식에드는비용은큰비중을차지하진않을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비즈니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이 뒷받침되어야 한

다. 만약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고 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소홀히 한다면 기존의 다른 매장과

차별화를 꾀할 수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쇼핑몰의 경우 오픈 쇼핑몰 입점이 중요하며, 해

당 상품과관련이있는동호회나카페등을통해상품을적극적으로알리는것도좋은방법이

다. 또 홈페이지를 만들어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이용 후기 코너를 만드는 것도 좋다. 오프라

인매장을자주이용하는고객에게는할인혜택을주는전략도효과적일것이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오프라인 점포가 있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택배를 통해 물건을 배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들의 경우 택배를

기다리는시간조차아까워하는사람들도있기마련이기에, 이들로하여금방문을통해물건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프라인 매장은 참으로 매력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쇼

핑몰의 강점인‘저렴한 가격’과,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인‘상품의 빠른 수령’이 모두 가능하

다는점을부각시키는것이야말로가장효과적인판매촉진전략이될수있을것이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판매촉진 전략 (Promotion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온라인 마케팅 (On-line Marketing Strategy)

사업성분석 05_투자비용예측

투자비용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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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소매 형태이긴 하지만, 주문은 온라인을 통해 이뤄

지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이며 다각적인 분석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상품 주기와 트

렌드, 고객 니즈의 사이클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차별화된 정보 제공과,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이벤트실시로소비자를끌어들이는적극적인전략이필요하다.

고객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제품을 수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좋아야 한

다. 따라서 오프라인 점포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과 같은 시설의 인근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그 밖에눈에잘띄고접근성이좋은다른입지도고려해봄직하다.

오프라인 점포를 찾는 소비자들은 무엇보다도 제품 수령의 신속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일 것이

다. 따라서 방문하는 즉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품

수령 시 종업원과 소비자가 대면하는 시간은 아주 짧겠지만, 이러한 찰나의 시간에도 친절한

서비스가뒷받침된다면단골손님을확보할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1

시장에대한심층적이고다각적인분석이필수적이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2

오프라인점포는고객의접근이편리한곳을선택하도록한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3

상품의신속한전달과친절한서비스로만족도를높이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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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투자비용은 어떤 제품을 취급할 것인지, 그리고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에

따라달라진다고볼수있을것이다.



▲가게에서파는제품

잊혀지는물건들을되살린리스본의상점

전통과현대가공존하는가게
세계화에 맞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아 비다 포르투기
사(A Vida Portuguesa)’가 서구적인 변화에 저항하는
듯 보이는 제품들만을 모아 상점을 열었다. 리스본의 전
통성과 현대적 특징이 잘 공존하고 있는‘치아도
(Chiado)’지역의 폐 비누 공장에 들어선 이 상점에서는
손으로 만든 포장지나 포르투갈의 수공예를 대표하는 다
양한상품들을만날수있다. 

다양한제품들을파는‘아비다포르투기사’
비누, 연필, 머그잔, 보석, 공책, 커피, 차, 담요, 치약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전시된 모든 상품은 포르투갈 국민들
이 공유하는 추억의 단편들이다. 이 가게에는 포르투갈
전역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평범한 몇몇 상품들도 있지만,
이들 소수를제외한대다수의상품들은이제다른상점에
서는거의찾아볼수없을만큼오래된물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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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아비다포르투기사

(A Vida Portuguesa)
소 재 지 포르투갈리스본
사업개시연도 2007년 3월
주 소 Rua Anchieta, 11 1200-023 

Lisboa, Chiado, Portuguese 
Republic

전 화 +351-21-346-5073, 
+351-21-347-3060

웹사이트 www.umacasaportuguesa.com
이 메 일 avidaportuguesa@gmail.com
제품및서비스가격
0.75 ~ 1,000 유로 (제품 별로다양)

Section 2



향수에젖은기성세대와
복고를따르는젊은세대에인기
‘아 비다 포르투기사’는 유년기의 향수에 젖은 어른들을 비롯하
여서구적트렌드의확산에반감을가지고복고적인경향을선호
하는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지역적, 국가적 정체성을 반 한 브랜드를 찾는 새로운 소비 트
렌드가등장했음을보여주는한예라고볼수있다. 

향수를자극하는옛물건들, 
특별한사업아이템이되다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중장년층들에게는 추억을 되살리면서도 실
용적인 물건이 있다면 충분히 구매할 의지가 있을 것이다. 이처
럼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엔 그리움으로
남아 있는 특별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싶다면 이‘아 비다 포르투
기사’가게의운 시스템을눈여겨보아두어야할것같다. 

▲아비다포르투기사상점내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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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잊혀져가는 물건을 되살린 곳은 대표적으로 인사동이 꼽힌다. 인사동에는 골동품

을 파는 곳도 있지만 추억의 물건을 전시해 놓고 파는 곳도 적지 않다. 추억의 물건은 말 그

대로 옛 향수로 인해 실제 사용하기보다는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 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꾸준히 물건을 구입하기 보다는 1회성 구입에 그치고는 한다. 일부 상점의 경우 옛 물건을 전

시해놓고입장료를받아서수익을얻고는하는데그곳을찾는고객이한정돼있다는것이단

점이다. 더불어 골동품 수준은 아니더라도 실제 옛 물건을 팔 경우 사용 가능한 물건, 활용이

가능한물건을충분히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다.

최근 추억을 파는 상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물건을 팔거나 옛날을 재연해 옛 추억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차 또는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다. 

현대는 편리함, 간편함을 추구하는 디지털 시대로 변화무쌍하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

지 모른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막걸리, 필름카메라, 주산 등 아날로그적인 향수를 찾는 사람

들이 적지 않다.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나 옛날 노년층과 달리 금전적 여유가 있는 노

년층이점점늘어나면서아득한옛날의추억을찾아가는사람들도함께증가하는추세다.

잊혀져가는 물건을 되살린 상점은 옛 기억을 떠올리는 소비자들과 옛 물건에 생소하지만 독

특하고재미있다는반응을보이는신세대소비자를대상으로한다. 잊혀져가는물건을되살렸

다는 점에서 이곳은 오래된 물건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판매하는 골동품 상점과는 또 다른 성

격을지닌다. 즉 옛날의추억을파는곳이지옛골동품을파는곳이아니라는것이다. 

이에 옛 향수를 잘 재연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한다. 또 잠재 고객을 발굴해 이들에게 이 같은

옛 향수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유행은 돌고 돌아 복고풍이 젊은이

들 사이에서 유행하고는 한다. 이러한 흐름을 잘 포착하되, 만일 유행에 지나치게 의지할 경

우, 유행 당시엔 고객이 물처럼 몰려오더라도, 유행이 끝나게 되면 예전의 붐비던 고객이

한순간에썰물처럼빠져나가버릴가능성도크다는사실을염두에두어야할필요가있다.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업종의 특장점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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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체크 포인트

창업계획수립 □ 향수를불러일으키는물건에대한다양한정보를수집하 는가?

□ 시장조사를통해정확한정보를파악하 는가?

시장조사 □ 수요조사여부(옛 물건에관심을가지는사람들)

□ 주변경쟁점포조사여부(업체수, 상품, 가격 등)

창업형태결정
□ 기존골동품상과차별되는형태로접근할필요가있다. 

자금계획수립 □ 본인이조달가능한범위내에서자금계획을수립하 는가?

(점포구입비, 인건비, 인테리어비, 운 비등)

□ 시장조사결과를반 해업종에적합한상권과입지를

상권, 입지선정 결정하 는가?

□ 중장년층의유동이활발한곳인가?

기계설치및 □ 점포는고객들이도보로접근이쉬운곳인가?

인테리어공사 □ 내부인테리어는제품과어울리도록꾸며졌는가?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 는가?

□ 관할구청에서 업신고증을발급받았는가.

인허가사항 □ 별도의인허가사항없음.

기타사항
□ 잊혀져가는물건을어떻게수급할것인가?

□ 지속적인구매로이어지기위한장치를마련하 는가?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창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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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져 가는 물건을 되살린 상점을 찾는 방문객은 대개 중장년층일 것이다. 이들은 기본적으

로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옛 추억을 되살리는 동시에 실용성이라는 가치까지 더해

진 물건이라면 아마도 기꺼이 구매할 의사를 보일 것이다. 옛 추억이라는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다. 옛 물건에 충분히 의미를 부여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지갑이 열릴 것이다. 하지만 옛

물건에 대한 마니아가 아닌 이상 반복 구매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

안하여다양한아이템개발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우리나라의 복고열풍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한때 2000년 중반 주산, 바둑, 한문 등 1980

년대에 유행했던 과목들이 어린이의 집중력과 두뇌계발에 효과적이라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다시 인기를 끌었고 특히 한문의 경우 한자교육 프랜차이즈가 등장할 정도로 그 인기가 여전

하다. 또한, 최근에는 막걸리가 열풍처럼 붐이 일면서 퓨전 막걸리집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기준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 시장 규모는 8조 6000억원에 이

를 정도로 최근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잊혀 가는 물건들을 되살린, 일명 복고풍 상점은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그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뒤를돌아볼여유가생기기때문이다.

잊혀 가는 물건들을 되살린 상점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상점들이 몰려 있는 곳이라면 제일 좋

다. 같은 상점들이 몰려 있다면 각자 취향에 맞는 옛 물건을 살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고

객을창출할수있다. 물론 따로광고하지않아도유인효과또한뛰어나다. 반면 나 홀로독

립점이라면단골고객만찾을뿐웬만해서일반인들이선뜻들르기가쉽지않다. 

서울의 경우인사동또는인근의삼청동등옛추억을되살릴수있는상점들이모인곳이적

합 상권으로 꼽힌다. 중년층 이상이 주로 찾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지 인

근상권이라면좋을것이며물론점포에편리한주차시설이보유되어있거나, 인근에 이용할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소비자특성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예상 시장 규모

사업성분석 03_상권 및입지

적합상권 및 입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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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가는물건은말그대로 30대 이상중장년층의기억속에있는물건이다. 현 시점으로생

각하면 20~30년 전의물건이다. 골동품처럼그시대물건을고스란히수집해재판매할것인

지, 아니면 옛 추억을 떠 올릴 수 있는 신제품을 판매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옛 물

건을 수집해 판매한다면 물건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수집상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중요

하며신제품을출시할경우옛추억을떠올릴수있도록하는기획력이중요하다고볼수있

겠다. 공산품이 아닌 만큼, 사람마다 제각기 취향이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다양한

종류의상품을개발하는것이좋을것이다.

수 있는 주차시설이 마련돼 있다면 부담 없이 찾을 것이다. 상점 인근에 쇼핑 후 들릴 수 있

는커피숍이나음식점등이함께있다면더가벼운마음으로상점을찾을수있을것이다. 

공산품이 아닌 이상 정가가 없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얼마나 기획

력있게독특한상품을내놓느냐에따라가격이달라진다. 즉 가치에따라가격이결정된다고

하겠다. 반면 실제 옛 물건이라면 말 그대로 얼마나 희귀한 물건인지, 또한 귀한 물건인지에

따라가격이결정될것이다. 만약 옛 물건을전시해차나식사를파는곳이라면옛물건은고

객유인요인으로삼고차나식사의가격은인근점포와비슷한수준으로결정하는것이좋다.

옛 추억을 파는 상점은 일단 중장년층이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주

로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변에 편하게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 여유로운 쇼핑

이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지하철, 버스정류소와 가까운 곳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

다. 점포 위치는 1층이 선호된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들릴 수 있도록 행인들의 눈에

띄기 쉽고, 물건을 구경하기도 편한 위치가 좋다. 특별한 옛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고객 유인

요소가뛰어나기때문에 2층이상에위치해도나쁘지않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상품 전략 (Product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가격 전략 (Price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점포개발 전략 (Pla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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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 가는 물건들을 되살린 리스본의 상점은 폐 비누공장을 판매점으로 재활용했다. 제품의

특성과 건물의 조화가 잘 이뤄지는 데다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것도 장

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전략을 구사해 투자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인

사동또는삼청동인근노후주택이나한옥, 폐교등을활용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잊혀 가는 물건들을되살린상점은입지와규모, 물품의 구비 정도에따라창업비용이달라진

다. 보통 50㎡ 규모의 점포에서 창업을 한다면 점포 비용을 제외하고 5,000만~6,000만원

정도면 창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초도물품비 3,000만원, 인테리어비 1,500만원, 기타

시설비와홍보비 500만~1,500만원등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옛 추억이 담긴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가

어렵다면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옛 추억의 상품과 그 시대의 시대상을 올려놓는다면 주목 받

는블로거로등극, 실제 판매로이어질수있다. 또 옛 물건을파는상점이몰려있을경우주

변에 어떤 상점들이 있다는 것도 적극 알려 나들이 장소로 점포 인근을 알리는 것도 좋을 것

이다. 또 최근 복고풍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나 관련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일단 옛 것에 대한 관심을 불러올 필요가 있다. 옛날에 쓰던 물건과 현재의 물건을 나란히 전

시해 얼마나 세월이 흘 는지 직접 눈으로 보여준다면 세월이 주는 향수와 소중함을 깨닫게

해 판매로 이어질 것이다. 더불어 중장년층이 자주 찾는 모임장소에 이러한 물건을 전시, 홍

보해 판매로이어질수있도록하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 더불어 잠재고객인신세대들을대

상으로도 옛 물건이 주는 독특함을 내세워 적극 홍보한다면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놓고 싶

은신세대들도적극호응할것이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판매촉진 전략 (Promotion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온라인 마케팅 (On-line Marketing Strategy)

사업성분석 05_투자비용예측

투자비용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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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물건은실제사용목적보다는향수를느끼기위해구입이이뤄지는경우가많다. 때문

에 꾸준한 물건의 구입보다는 1회성 구매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다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

고, 꾸준한 구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골동품 수준은 아니더라도 비누, 연필, 머그잔 등 현재

사용가능하면서다방면으로활용이가능한물건을들여놓는것이좋다.

추억의 물건을판매하는것만으로는안정적인수익확보가어려울수있다. 따라서 휴게 공간

을마련, 음료와다과류등의판매를병행해부가수익을올리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다. 이

때 먹을거리 역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을 취급하면 동반 이미지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추억의 물건은 옛 기억과 오버랩 되면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즐거움을 가져다주기 마련이다.

일부 상점의 경우 옛 물건을 전시해 놓고 입장료를 받아서 수익을 얻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2% 부족하다.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검정고무신 신고 산책로 걷기, 공기놀이, 딱지치기 등

놀이의재미를더하면고객만족도는더욱높아질것이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1

향수를불러일으키되실용성이있는물건을취급하도록한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2

안정적인수익창출을위해음료판매등을병행하도록한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3

즐거움과재미를더하면고객만족도는더욱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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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일상적인문화공간에서 어학습까지

공부, 도서관이다는아니다
이제까지, 어 학습과 휴식은 별개의 역으로, 휴식공
간에서 편한 자세로 어 학습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한 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편한 마음으로 가볍게 휴식을 취하면서
동시에 어 학습까지도 하길 원하는 직장인 등 새로운
수요층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사업아이템이등장했다. 
함부르크에 위치한 ‘랭귀지 라운지(Language
Lounge)’는 커피숍과 어 레슨을 결합시킨 새로운 콘
셉트를선보 다. 여기선한달이용료를내면, 회원은외
국어 회화 수업을 위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
부터 9시사이에들들수있다고한다.

랭귀지라운지의이용가격
랭귀지 라운지의 이용권은 헬스클럽 회원권과 비슷하다
고 보면 된다. 정해진 날짜나 시간에 가입해야 할 필요
없이 자신이 편리한 때에 가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한 달
에 59유로인 기본 회원권을 사면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들을수있다. 한 달에 99유로인프리미엄회원권이있으
면 한 달 동안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랭귀지 라운지의 비공식 그룹 수업은 최소 2년의
강사 경력이 있는 원어민 강사가 지도를 한다. 이 랭귀지
라운지는 독일어만 하고 싶은 고객들에게도 똑같이 개방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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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귀지라운지내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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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랭귀지라운지

(Language Lounge)

소 재 지 독일함부르크

사업개시연도 2007년 9월

주 소 Springeltwiete 2, 20095 

Hamburg, Germany

전 화 +49 40 42 93 23 88

웹사이트 www.language-lounge.com

이 메 일 info@language-lounge.com

제품및서비스가격 59 ~ 99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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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복합문화공간
편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어 학습까지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 이렇듯 서로 다른 두 가자 욕구를 동시에 충족
시키길 희망하는 새로운 수요층을 공략하여 그들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러한 복합 문화 공간은 하나의 경
쟁력있는사업모델로탄생할것이다.

‘ 어’의 경우 무엇보다‘입소문’이 중요하다고 한다. 일주일에
4번이나 5번 정도, 저녁 시간에‘빙 스페이스(being space -
공공장소이지만 거실처럼 편하게 사람들이 화도 보고 책도 보
는 공간을 말한다)’를 찾는 손님들을 겨냥하여, 구전효과를 노려
보는것도하나의좋은홍보방법이될것이다.

▲일반카페모습

랭귀지라운지지도▶

▲랭귀지라운지내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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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학습을 위한 공간은 기존의 어 학습 시스템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험이상존한다. 특히 이미 검증된기존의 어학원을이용하고있는수요를끌어들이는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커피숍은 휴식 공간의 이미지가 강한데 이를 학습공간으로 전환시킨

다면 커피숍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원도 아닌 어정쩡한 공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확실한 차

별화를통해휴식을취하면서도 어까지학습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야할것이다.

한국인의 어에 대한 관심은 상상을 초월한다. 라디오 TV를 통해 어교육 방송이 진행되고

인터넷은 어강좌가 성행하고 있으며 거리 곳곳마다 어학원이 자리 잡고 있다. 자식에게

어하나만큼은확실히공부시키겠다며기러기아빠를자청하는가장들도적지않다. 이처럼

어관련산업은커지면커졌지줄어들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어 관련 산업규모가 큰 만큼 경쟁도 심하다. 이는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차별화는 필수인데 최근 다양한 형태의 어 학습 방법이 나오고 있다. 어로

배우는뮤지컬이강남권에서한때인기를끌기도했다. 

어 학습을 위한 공간, 즉 어 커피숍은 익숙한 장소를 학습 공간으로 언제든 활용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형태는 사실 예전에 한차례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는 외

국인과접촉이쉽지않았던시절이었다. 최근에는 일상에서어렵지않게외국인을찾아볼수

있는것을감안하면위협과기회가공존하고있다고볼수있다.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업종의 특장점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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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체크 포인트

창업계획수립 □ 어학습공간에대한기본적인개념을이해하 는가?

□ 시장조사를통해정확한정보를파악하 는가?

시장조사 □ 주변수요조사여부 (사무실분포현황등)

□ 주변경쟁점포조사여부 (업체수, 상품, 가격 등)

창업형태결정
□ 독립점또는가맹점선택시장단점을꼼꼼히비교

분석해보았는가?

자금계획수립
□ 본인이조달가능한범위내에서자금계획을수립하 는가?  

(점포구입비, 인건비, 인테리어비, 운 비등)

□ 시장조사결과를반 해업종에적합한상권과입지를

상권, 입지선정 결정하 는가?

□ 직장인또는대학생들의유동이활발한곳인가?

기계설치및 □ 점포는사람들이도보로접근이쉬운곳인가?

인테리어공사 □ 내부인테리어는학습분위기를고취할수있도록꾸몄는가?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 는가?

□ 관할구청에 업신고증을발급받았는가?

인허가사항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실시하는위생교육을받았는가?

기타사항 □ 일반고객과학습을위한고객을분리하기위한방법은

어떤것이있는가?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창업절차

Par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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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배우겠다는 연령층은 다양하다. 물론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 어에 대한 가장

높은 학습 욕구를 보이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시를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보다 도 높은

학습을 위해주로학원을이용할뿐, 어를 위한커피숍을이용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때

문에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대학생과 업무 특성상 어를 사용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어 학습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어 교육에 대한 두려움은 비교적 덜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어 학습에 조금이라

도효과가나타난다면충성고객이될수있는가능성도크다. 

어는 연간 40조원 규모의 사교육 시장에서 6조원 가량을 차지한다고 한다. 여기에 외국유

학, 연수비용까지 합치면 10조원이 훌쩍 넘어간다. 세계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에 대

한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어 교육에 대한 수요는 같은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

다. 실제로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5년 동안의 서비스업 구조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학

원분야이며그중에서도언어학원의성장인것으로드러났다. 언어학원의상당수를차지하고

있는 어학원의성장세가이처럼통계적으로도확인되고있는것이다. 

어를 배울 수 있는 커피숍은 기존 커피숍 상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다만 커피

숍에 어가 접목됐기 때문에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나 인사고과 및 업무상 필요에 의해 수강

하는 직장인들이 주로 모일 수 있는 대학가 또는 오피스 빌딩 집 지역이 최우선 순위로 추

천된다. 또는 어학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는 곳의 인근 커피숍도 고려해 볼만하다. 어

학원 수강 전후 자연스럽게 예습, 복습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셈이다. 실제 어학원의

경우 도심의 접근성 좋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커피숍 입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소비자특성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예상 시장 규모

사업성분석 03_상권 및입지

적합상권 및 입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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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습을위한커피숍형태의공간은무엇보다 어학습분위기가조성되어야한다. 자유

롭게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고 또한 관련 시청각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언제든편하게 어를배우고사용하고느낄수있는공간이라는인식을심어줘야한다.

여기에 외국인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게 외국인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줘서 유인하는 것이 필

요하다. 경우에따라선약간의보수를주고외국인을상주시키는것도필요하다. 

가격전략은 어떤 형태로 운 되는지에 따라 가격 수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어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 관련 비디오나 오디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정도라면 기존의 커피숍 정도의 가격 전략이 맞을 듯하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어공부를

위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다든지 실제 학습이 이뤄진다면 어학원 수준의 가격에 맞춰야

할 것이다. 때문에 어떤 형태로 운 할지를 미리 판단, 가격도 서비스에 걸맞은 수준으로 책

정하는것이좋다.

최근 커피숍은 2~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고 있다. 어 관련 학원의 경우 여전히 2~3층에

있다. 일단 어에 방점이 있는 만큼 2~3층 점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위치의 경우

주요 고객층인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학가나 오피스 빌딩 집지역이 가

장 좋다. 하지만 도심 중심가에 위치해 주말 또는 저녁 시간을 이용해 편한 마음으로 가볍게

어를공부하고휴식또한취하겠다는수요를흡수하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상품 전략 (Product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가격 전략 (Price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점포개발 전략 (Pla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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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창업은 테이크아웃 형태, 점포형과 결함된 복합 매장, 고급화된 카페형 등 크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 어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점포형과 결합된 복합 매

장또는카페형점포가해당되는셈이다. 

만약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 하고자 한다면 본사에 일정한 액수와 가맹비 및 보증금

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가맹비의 경우 평균 300만

~500만원 선이며 물품 및 계약이행에 대한 상호안전장치 개념인 보증금 역시 300만~500

만원 수준이다. 브랜드에 따라 월 2~3%의 로열티를 받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커피전

문점의공간을그대로 어학습을위한공간으로활용할수있으므로시설만련에대한추가

투자비용은들지않는셈이다.

어 관련 카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터넷에는 각종 어 관련 카페가 있으며

방송사 마다 어 관련 방송을 진행한다. 이곳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경우

에 따라선 유용한 어 표현을 올려 단순히 광고로 끝내지 말고 흥미를 유발할 필요도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커피숍 사진과 커피숍을 찾은 사람들의 후기 등을 올려

고객을유도하는것도적극고려해볼만하다.

어의 경우 입소문이 가장 중요하다. 때문에 구전효과를 노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물론

창업 초기 어를 위한 커피숍이라는 개념을 선전하기 위해 팜플렛 등을 배포할 필요가 있으

며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또 어

학원 집지역에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대학교 어 관련 동아리를 찾아가 홍보하는 등 어

학습에대한욕구가큰수요층을대상으로적극적으로알리는것도필요하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판매촉진 전략 (Promotion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온라인 마케팅 (On-line Marketing Strategy)

사업성분석 05_투자비용예측

투자비용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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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은휴식공간으로서의이미지가강하다. 이를 어학습을위한공간으로만들려면

무엇보다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 이용객과 학습을 위한 이용객

이사용하는공간을나누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

어의 경우 입소문이 가장 중요하다. 때문에 구전효과를 노리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한

다. 전단지 배포는물론이고보도자료를작성해언론사에공개적으로알리는것도좋은방법

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용자의 입을 통해 소문을 내는 것이다. 대학교 어 관련 동아

리를대상으로일정기간무료체험을실시하는하는것도좋겠다.

어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더라도 커피전문점의 경쟁력은 누가 뭐래도 커피에 있다.

커피를 비롯한 다양한 음료와 케이크, 샌드위치, 파이 등 부메뉴의 경쟁력을 높여 다방면에서

수익이발생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1

어학습을위한공간을위해서는
먼저 어학습분위기를조성하도록한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2

지속적인고객확보를위해입소문을유도하도록한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3

커피를비롯한음료및부가메뉴의경쟁력도높이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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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맞춤식미니바

‘바’의세계에혁명을일으키다
사업에서고객맞춤식서비스제공이하나의성공요인으
로 꼽히고 있는 요즈음, 바에도 이러한 서비스가 도입되
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암스테르담 중심가에 위치한‘미니
바(Minibar)’가 그러하다. 이 바는 색다른 전략을 꾀하여,
손님들이직접그들만의맞춤식미니바를이용할수있도
록했다.

미니바를 100% 활용하는방법
손님들은 먼저, 직원에게 여권이나 운전면허 같은 신분증
을 맡기고, 술집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열쇠와 얼음이 든
그릇을 받는다. 바의 벽면 전체에는 숫자가 매겨진 작은
냉동고들이 들어차 있다. 이들 미니 바는 크기나 내용물
이 모두 다른데, 손님들은 맥주부터 샴페인, 그리고 혼합
형 바까지 원하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 미니
바 안의 음료 및 음식은 모두 셀프 서비스이며, 배가 고
프다면 고객이직접미니 바안에있는스낵을먹거나직
원에게 따로 요청해서 스시 등의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
다. 또한 야마하 오디오와 DAS 모니터를 통해음악을듣
고 뮤직 비디오를 보며 춤을 출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
고 특별한 날에는 장비를 갖춘 DJ가 와서 음악을 틀어주
기도 한다. 이러한 미니바의 개점 시각은 오후 5시에서
새벽 3시사이이다.

02
PART 1

▲미니바내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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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미니바(Minibar)
소 재 지 네덜란드암스테르담
사업개시연도 2009년 4월
주 소 Minibar, Prinsengracht 478, 

1017 KG Amsterdam, 
the Netherlands

전 화 +31-(0)20-4221-935
웹사이트 www.minibaronline.com
이 메 일 contact@minibaronline.com
제품및서비스가격 2.3 ~ 205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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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적인문화를찾는
젊은층에게어필할만한아이템
네덜란드의 유명 디자인 회사인‘콘크리트(Concrete)’가 디

자인한 이 미니 바는 이렇듯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

공하고 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에 지쳤거나, 주량이 채

미치지 못하여 값비싼 서비스를 이용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에

겐 크게 환 받을 수 있지 않을 것이다. 종업원 중심의 일괄

적인서비스제공에서벗어나, 고객이 주체가되어직접원하

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 사업 아이템은 향후 보다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층을 겨냥한 경쟁력 있는 사

업 아이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편하게 한

잔하면서 더불어 자신의 개성도 존중받기를 원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을겨냥한다면좋을것이다.

▲미니바내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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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맞춤식미니바는말그대로개별고객에게맞춰서비스한다는것이다. 하지만 고객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이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본적인 바(Bar) 형태로 고

객이 원하는 음료와 술을 선택하면서 자유롭게 마시는 형태는 사실상 셀프서비스가 많이 가

미돼 있다. 고급 바를 찾는 고객 입장에선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도 많기 때

문에 이러한 형태는 결국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철저하게 시장

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요 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유행처럼 한번 반짝하는 아이템으

로전락할가능성도있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 편하게 한잔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 하지만 과거와 달

리진 점이 있다면 2차, 3차로 이어지는 회식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조용히 대화하며

한잔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시끄럽게 떠들며 한잔할 수 있는 호프집과 동료 또는 사업 파트너와 대화를 나누며 한잔

할 수 있는 고급 바로 양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급 바의 경우 가격보다는 분위기

가 더 중시되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에 대한 분석은 기본이며 일정한 시기마다 리모델링을 통

해새롭게단장하는것도필요하다.

고객 맞춤식 미니바의 경우 고급 바 수요에서 보다 세분화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고객의 개

성을더욱중시하는곳이라는데그특장점이있다고볼수있겠다.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업종의 특장점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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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체크 포인트

창업계획수립 □ 고객맞춤식미니바에대한기본적인개념을이해하 는가?

□ 시장조사를통해정확한정보를파악하 는가?

시장조사 □ 주변수요조사여부 (사무실분포현황, 연령대)

□ 주변경쟁점포조사여부 (업체수, 상품, 가격 등)

창업형태결정
□ 독립점또는가맹점선택시장단점을꼼꼼히

비교분석해보았는가?

자금계획수립
□ 본인이조달가능한범위내에서자금계획을수립하 는가? 

(점포구입비, 인건비, 인테리어비, 운 비등)

□ 시장조사결과를반 해업종에적합한상권과입지를

상권, 입지선정 결정하 는가?

□ 직장인특히남성들의유동이활발한곳인가?

기계설치및 □ 점포는사람들이도보로접근이쉬운곳인가?

인테리어공사 □ 내부인테리어는이용객들이안락함을느낄수있는가?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 는가?

□ 관할구청에 업신고증을발급받았는가?

인허가사항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실시하는위생교육을받았는가?

기타사항
□ 손님과의원활한커뮤니케이션이가능한직원을확보하 는가?

□ 맞춤서비스를위한다양한장치를마련하 는가?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창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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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맞춤식 미니바를 이용하는 고객은 말 그대로 개성이 강한 전문직 종사자가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편하게 한잔할 수 있으며 더불어 자신의

개성도존중받기를원하는경향이있다. 반면 가격에는크게구애받지않는다. 좀 더 많은비

용을 지불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라면 기꺼이 지갑을 여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취향과 맞지 않게 된다면 쉽게 발걸음을 끊

을가능성도높다는것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류시장 규모는 24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서도 2000년도 이후 와

인수입량이 현재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보면 바에서 조용히 음주를 즐기는 문화가 하나

의트렌드로자리를잡아가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최근 서구화문화가확산되며품위있

는비즈니스, 교양있는사교모임의장소로바가활용되고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 것을 예상해 볼 때 맞춤식 바를 찾는 수요 역시 점차 늘어

날것으로보인다.

고객 맞춤식 미니바를 찾는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돈보다는 분위기를 찾는 사람

들로,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요 고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맞춤식 미니바는 전문직 종사

자들이 몰려 있는 상권을 핵심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또 강남권 등 기존에 고급 바가 몰

려 있는 곳도 주요 공략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고급 바가 몰려 있다면 인근의 새로운 바를 찾

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젊은 층이 몰리는 곳보다 전문직 종사자, 중장연층

이 몰리는도심상권을노려볼만하다. 교통이 편리한것은기본이며여기에주차까지가능하

다면금상첨화가될것이다. 주차 여건이 좋지않다면인근주차장과연계해고객을유인하는

것도적극고려해볼만하다.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소비자특성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예상 시장 규모

사업성분석 03_상권 및입지

적합상권 및 입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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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맞춤식 미니 바는 가격경쟁력 보다는 상품 경쟁력이 더 갖춰져 있어야 한다. 고객 특성

상 자신의개성을존중받기를원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이에 고객 수준에맞는주류를

비치하는것은물론술과함께할수있는음식역시기존의다른주점에서파는것보다고급

화시킬필요가있다. 더불어 인테리어역시편안하고안락한느낌을주는모던한스타일로갖

춰진다면고객만족도역시높아질것이다.

가격 전략은 기존 고급 바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고급 바와 비교해 차별화

가 확실히 이뤄졌다면 오히려 가격을 높여 좀 더 프라이빗한 느낌을 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

라 할 수 있겠다. 지역에 따라 가격 전략을 다르게 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 한국의

술 문화는 어디서 마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같은 술이라도 강남권과 강북권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입지가 어딘지, 또 인근 고급 바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격을 결

정하는지사전에미리조사해가격전략을세우는것이필요하다. 

고객 맞춤식 미니바의 경우 고객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굳이 1층에 위치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하의 경우 기존의 주점 느낌이 강하므로 오히려 2~3층 이상의 전망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에 작더라도 깔끔한 빌딩에 위치해 있는 것이 좋고 잡다한 점포가

집해있는오래된중대형빌딩은오히려고객들의기대감을낮출수있기때문에피하는것이

좋다. 오피스 빌딩 이면도로에 위치한 3~4층 건물의 2~3층에 위치한다면 이상적이라고 할

수있을것이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상품 전략 (Product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가격 전략 (Price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점포개발 전략 (Pla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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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맞춤식 미니바는 33㎡ 이하의 점포를 확보한 다음 최소비용의 투자로 최대의 부가가치

를노려봄직한아이템이다.

독립점포로 도전해본다면 2,000만원으로 인테리어, 시설집기류 및 부대비용에 투자를 할 수

있을것이다. 여기서 인테리어는고급스럽게하려면얼마든지많이투자할수있으며반면저

렴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미니 바의 성격이 부담 없이

들어와 술 한 잔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한 시설투자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단, 적은

비용을투자하더라도한두가지인상적인인테리어포인트를잡는것이중요하다.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각종 모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다. 이들 모임

대부분은각종카페를통해서로정보를교환하며모임날짜를잡기때문에이곳게시판을적

극 활용해 볼만하다. 또한, 저녁 모임을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새로운마케팅수단으로삼아적극알릴필요도있다. 이메일 전송을통해정기적

으로미니바에대해상기시켜줌으로써고객이지속적으로찾을수있도록하는것도필요하다. 

고객 맞춤식 미니바는 단골 고객 확보가 필수다. 호프집이나 선술집과 달리 손님들이 즉흥적

으로 찾는 곳이 아닌 만큼 기존 고객을 잘 관리하고 그 고객들이 새로운 고객을 소개하는 형

태로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기존 고객을 위해서 기존 고객이 마신 술을 보관하는 서

비스는기본이며무료대리운전서비스, 기념일할인서비스도적극고려해볼만하다.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기존 고급 바 수요층을 공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전문직모임이나대학최고위경 자과정등잠재고객이모이는각종모임에적극적

으로알릴필요가있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판매촉진 전략 (Promotion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온라인 마케팅 (On-line Marketing Strategy)

사업성분석 05_투자비용예측

투자비용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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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맞춤식 미니바는 일종의 셀프 서비스와 같은 개념이다. 이곳에서 고객들은 맥주부터 샴

페인, 와인, 위스키 등 손님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

해 손님들은 일괄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높은 만족감을 느

끼는것이다. 

미니바는 주방에서주인이손님의얼굴을한눈에볼수있는구조가대부분이다. 이러한 구조

는고객들과의자연스러운대화를만들어그자체가반복방문을유도하는마케팅툴이된다.

나아가이는성공여부까지결정짓는중요한요소가될수도있다. 

미니바의 주 수요층은 30~40대 직장인이다. 그렇다면 오피스 상권이 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 상권은 주 5일 근무로 금요일 저녁부터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

문에그리적합한상권이라고는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 출퇴근길의직장인들이모이는지

하철역세상권내음식상권이형성된이면도로를택하는것이유리하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1

고객이원하는서비스를선택적으로제공받을수있도록한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2

고객맞춤식미니바의성패는운 자의고객친화력에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3

고객맞춤식미니바의최적입지는
지하철역세상권내음식점이형성된이면도로점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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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통근하는직장인들을위한풀서비스자전거정류장

자전거족들을위한호주브리스번의
자전거정류장‘싸이클투씨티(Cycle2city)’
호주 브리즈번의‘싸이클 투 씨티’는 자전거로 출퇴근하
는 사람들을 위해 최초로 자전거 정류장 풀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설을 마련했다고 자부한다. 브리즈번 시의회와
퀸즐랜드 교통과가 이 시설을 만들기 위해 함께 자금을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객들이 자전거를 보관하고 옷도 갈
아입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자전거보관에서샤워시설까지갖춘
풀서비스자전거정류장
2008년 6월에 문을 연 싸이클 투 씨티는 자전거를 안전
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냉난방이 되는 탈의실, 샤워
실, 세탁 공간 등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었다. 또한, 자전
거 수리 작업실에서 무료 자전거 관리 강좌도 마련해 이
제는 이용 회원을 400명가량 모집했다. 회원권 가격은
호주 화폐로 1주일에 30달러, 1개월에 120달러, 6개월에
520달러이며, 회원권을 사면 일주일에 5번 시설을 사용
할 수 있다. 임시 이용객들은 8달러를 내면 하루 동안 이
용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싸이클 투 씨티의 장점은
바로 편의성에 있다. ‘킹 죠지 스퀘어’역 내부에서 싸이
클 투 씨티 입구로 들어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객들은집에서부터타고온자전거를이곳에맡긴채
옷을 갈아입고 지하철로 손쉽게 출퇴근을 할 수가 있다.

03
PART 1

▲독일인기술자가설계한자전거탑재기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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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싸이클투씨티
소 재 지 호주브리스번
사업개시연도 2008년 6월
주 소 P.O Box 12585 Brisbane 

Q 4000 Australia
전 화 +61-7-3221-6868
웹사이트 www.cycle2city.com.au
이 메 일
administration@cycle2city.com.au
제품및서비스가격
30~520 달러 (호주화폐단위기준)
1주일~6개월단위로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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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센터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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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냉난방이 되는 라커룸에는 여벌의 옷들을 걸어둘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출근용 정장이나 가방, 구두 등을 보관
해둘수있다.

친환경사업의일환인틈새시장
오늘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른바‘자출족’을 발견하
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최근 각종 환경문제가 이슈화되고 그
에대한사람들의인식이확산되면서통근시에자전거를이용하
는 직장인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자전거 전용 도로
를설치하는등자전거사용을권장하는국가들이점차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전략적으로 창업
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의 기회를 엿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전거 정류장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자전거를 돈을 주고 맡긴다는 것에 대해 생소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하철 인근 곳곳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각 지자체별로 자전거 거치대

를 좀 더 고급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 내 간이 체력 단련장이 마련된 곳도

많기때문에예상보다자전거정류장을이용하는자출족이많지않을수도있다. 또한 주 5일

근무가 정착된 상황에서 주말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휴가와 명절, 날씨가 추워

지는 겨울 등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시간이 발생할 경우 매출 하락이 우려된다. 더불어 자출

족이 원하는 위치는 오피스 집지역이기 때문에 넒은 공간이 필요한 자전거 정류장 창업을

준비하는입장에선임대료가부담스러울수있다.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른바‘자출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자전거 이용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이에 자전거 내수시장 규모가 200만 대 수준까지 성장했

다. 이는외환위기당시인 1997년과비교해 10년 새무려 2.5배가커진것이다.

자출족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완벽한 공간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자전거를

보관하는주차장은물론, 땀 냄새나는옷을갈아입을공간, 샤워할수있는공간등이턱없이

부족한실정이다. 일부 자출족의경우직장인근헬스클럽에울며겨자먹기로등록해샤워하

고옷을보관하기도한다. 자출족은 대부분고가의자전거를타기때문에유료자전거보관에

대한 저항이 낮고, 샤워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이들을 겨냥한 풀 서비스 자전거 정

류장은향후각광받는창업아이템으로자리잡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업종의 특장점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리스크 분석

해외 신사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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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체크 포인트

창업계획수립 □ 풀서비스자전거정류장에대한기본적인

□ 개념을이해하 는가?

시장조사 □ 시장조사를통해정확한정보를파악하 는가?

□ 주변수요조사여부(자전거출퇴근족수)

□ 주변경쟁점포조사여부(업체수, 상품, 가격 등)

창업형태결정
□ 자전거보관공간, 샤워실, 세탁실등토털서비스형태로

개설할것인가, 아니면일부서비스는외주를줄것인가?

자금계획수립
□ 본인이조달가능한범위내에서자금계획을수립하 는가? 

(점포구입비, 인건비, 인테리어비, 운 비등)

□ 시장조사결과를반 해업종에적합한상권과입지를

상권, 입지선정 결정하 는가?

□ 자전거로출퇴근하는사람들의유동이활발한곳인가?

기계설치및 □ 점포는자전거가접근이쉬운곳인가?

인테리어공사 □ 내부인테리어는이용객들이편리함을느낄수있는가?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 는가?

□ 관할구청에 업신고증을발급받았는가?

인허가사항 □ 현재는별도의인허가사항없음

□ 명절과휴가, 겨울철등비수기운 대책은무엇인가?

기타사항 □ 자치단체에서운 하는주차장과차별화할수있는

점은무엇인가?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창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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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출족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출퇴근 시간 자전거를 이용해 운동을
할수있기때문이다. 더불어교통비를줄이는효과도기대할수있다. 일부 자출족의경우대
중교통을이용할때보다오히려출퇴근시간이줄었다고한다. 자출족은이처럼합리적이며남
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 나가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자출족을 선택했다는 것
은 자전거 정류장이라는 서비스에도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자전거 출퇴근에따른부대서비스에대한다양한욕구도그만큼가지고있다는
것을의미한다. 

녹색성장 바람과 함께 대한민국은 지금 자전거 열풍이다. 한강변을 따라 에너지 절약과 건강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자전거들의 질주가 한창이다. 특히 정부가 녹색성장의 중
요성을강조함에따라, 점차 증가하고있는자전거판매량을통해서도이러한풀서비스자전
거 정류장의 전망을 내다볼 수 있다. e마켓플레이스 엠플에 따르면, 쇼핑몰 인기 검색어 순위
에 MP3와 디지털카메라, 노트북에 이어 자전거가 4위에 등장하며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급
증하고 있다고 한다. 스포츠용품 카테고리에서는 자전거가 검색어 순위 1위, 판매량에서도 1
위를 차지하는 등 하루 평균 70여대가 팔리던 자전거는 현재 하루 100여대에서 150여대로
늘어났다고한다.
쇼핑몰 담당자는 이에 대해 한동안 마라톤이나 인라인이 생활스포츠로 각광을 받았지만 최근
에는 자전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자전거를 스포츠뿐 아니라 출퇴근 시의 교
통수단으로이용하는사람들도늘어나면서향후자전거매출은더욱증가할전망이라고한다.

서울의 경우 자출족이가장눈에띄는곳은여의도이다. 잠실, 반포, 일산 등에 있는 직장인들
이강변도로를따라이동할수있어비교적다른지역보다자전거전용도로가잘정비되어있
기때문이다. 또한 여의도의경우급여수준이높고새로운것을받아들이는속도또한빠르기
때문에자출족이늘어날수있는충분한여건이조성된셈이다. 이처럼 여의도과같은소비여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소비자특성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예상 시장 규모

사업성분석 03_상권 및입지

적합상권 및 입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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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플 서비스 자전거 정류장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점은언제든편하게샤워하면서관련물품을보관할수있어야하고더불어자전거또한안전
하게보관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자출족은 헬멧을비롯해기초적인자전거수리용공구
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넉넉한 라커룸이 마련돼 있어야한다. 또한, 자출족 역
시 다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쫓기는 만큼 신속하게 자전거를 맡기고 보관할 수 있어
야한다. 

력이 높은 오피스지역이 풀 서비스 자전거 정류소에 적합한 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변
도로가 자전거 출퇴근에 용이하고, 또 자전거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곳이 최적의 상권이라고
할수있다. 

가격전략은 풀 서비스 자전거 정류장이 본격적으로 선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 서비스 상
품가격수준에맞추는것이좋다. 샤워를하고물품을보관한다는측면에서는헬스클럽과비
슷하고 자전거를 보관한다는 측면에서는 주차장과 견줄만하다. 이들 업종의 현지 가격 수준
과창업하고자하는곳의소득수준을함께고려하여가격을결정하는것이필요하다. 가격 수
준이 지나치게 높다면 운 초기부터 실패할 수 있는 만큼 창업 초기에는 수익보다는 안정적
인 업에더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풀 서비스 자전거 정류장은 무엇보다 자전거를 쉽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1층에서
자전거를 맡기고 실제 보관은 임대료가 낮은 지하 또는 2~3층에서 이뤄지는 시스템을 갖추
는 것이 좋다. 또한 고객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활용할 수 있는 인근 건물의 지하공간이 얼
마인지도사전에조사하는것도필요하다. 샤워 공간과 라커룸은굳이 1층에 위치하지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하와 2~3층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점포의 위치는 공산품을 파는 곳이
아니기때문에굳이대로변에위치할필요는없으며자전거도로를이용쉽게접근할수있는
곳이나인근에건널목이있는곳이면좋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상품 전략 (Product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가격 전략 (Price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점포개발 전략 (Pla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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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19일, 서울지하철 수유역 인근에는 862.08㎡(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대형자

전거 주자창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는 750대분의 자전거 주차가 가능한데, 총 33억원의

예산이 들었다고 한다. 이 주차장은 풀 서비스 자전거 정류장의 성격이 강하다. 기존 자전거

보관소와는 달리 컨베이어 설치로 자전거 층간이동이 용이하고 도난방지장치(CCTV, 카드식

입·출입 시스템), 비상벨 장치, 샤워실 등 각종 부대장치가 함께 설치돼 있어 안전한 자전거

현재 온라인에는 자출족들의 동호회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각 지역마다 소모임이 열리고

있으며 정모(정기 모임)을 통해 서로간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도 한다. 또한 공구(공동 구매)

를 적극 활용해 자전거 관련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에 자출족들의 동호회에 이 같은 풀 서

비스 자전거 정류장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더불어홈페이지를통해생소한자전거정류장에대한개념을이해시킬필요가있다.

풀 서비스 자전거 정류장은 아직 생소한 업종 중 하나다. 외제 차를 타더라도 주차비가 아까

워갓길주차를하는경우가있는것을감안하면자전거정류장에대한필요성과거부감이상

존하고있다고보면된다.

이에 자출족에게 풀 서비스 자전거 정류장이 새롭게 생겼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자출족은 기본적으로 풀 서비스 자전거 정류장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실

제이용으로연결시키는작업이필요하다. 지자체의자전거보관대가오피스 집지역에위치

한경우가많기때문에가능하다면자전거보관대에관련전단지를부착이를적극알릴필요

가 있고 자전거 출퇴근을 적극 권하는 기업을 찾아 사원 복지차원에서 이를 연계시키는 전략

도고려해볼만하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판매촉진 전략 (Promotion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온라인 마케팅 (On-line Marketing Strategy)

사업성분석 05_투자비용예측

투자비용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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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안전한 자전거의 보관과 더불어 샤워를 하고 정장으

로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운동복 세탁까지 이뤄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과정이원스톱으로이뤄진다면만족도가더욱높아질것이다.

보관과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월 7,000~1만원 수준이 될 것이

라고한다.

개인이 풀 서비스 자전거 정류장을 열 경우 이처럼 많은 자전거를 보관하기는 어렵다. 100여

대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편의시설을 마련한다고 가정하면 5,000만~1억원 내의 비용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마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 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조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관련 자치단체의 지원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풀 서비스 자전거 정류장은 헬스클럽과 같이 일회성 고객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3개월, 6개월 등의 장기 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고객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위해서는할인서비스또는사은품등을제공하는방법도있겠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딩 앞이나 거리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하

고있다. 자전거무상수리서비스, 무료 자전거관리강좌등의부가서비스를경험할수있게

한다면보다쉽게이들을풀서비스자전거정류장으로끌어들일수있을것이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1

자전거보관및샤워, 세탁까지원스톱편의시설을갖추도록한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2

3개월, 6개월, 1년 등회원제로운 하면안정적인수익을확보할수있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3

자전거무상수리서비스, 
무료자전거관리강좌등의부가서비스를병행해경쟁력을높이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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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법과 어를동시에배운다

화장법과 어강좌를동시에듣는다
메이크업 스튜디오가 화장법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는 것
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와 함께 어도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된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
까? 미카 올리비아(Mika Olivia)의‘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
을 위한 어 학습 코스) 화장법 코스’가 시선을 끄는 것
은바로이러한맥락에서다. 

주 1회메이크업강좌+ 주 1회 어강좌
주로 일본의 유망한 화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밴쿠버소재의이작은스튜디오는 어에서툰외국인들
을위해서화장기술뿐아니라동시에 어실력도향상
시킬 수 있도록 어 강좌를 개설했다. 120~140 달러를
내면 6주 동안 기초,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지는 주 1회
메이크업 강좌와 함께 주 1회 어 강좌도 들을 수 있다.
미카 올리비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화장법과 어
를 접목한 저희 강좌를 통해서 당신은 어 실력도 높이
고, 아티스트로서의화장기술도배울수있을것입니다.”

04
PART 1

▲캐나다의지역신문"LIVE IT!"에
실린카린쇼지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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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미카올리비아(Mika Olivia)
소 재 지 캐나다벤쿠버
사업개시연도 2006년 9월
주 소 MikaOlivia Makeup Studio, 

248 East 10th Avenue, 
Vancouver BC, Canada V5T 1Z5

전 화 +1-604-269-0408
웹사이트 www.mikaolivia.com/school
이 메 일 courses@mikaolivia.com
제품및서비스가격
34.50 ~ 140 달러 (캐나다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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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경험을사업에접목시키다
이회사의창업주인카린미카쇼지와올리비아요코타는캐나다
에서 자랐지만, 세계 각지에서 교육을 받았고, 밴쿠버와 도쿄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사업에 접목
시킴으로써 이들은‘화장법 강좌 + 어학 강좌’라는 새로운 가능
성을만들어냈고, 이로써성공에더욱가까이다가갈수있었다. 

당신의재능을사업에총동원하라
여기에서 사업가들은 하나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당신이가진재능을총동원하라는것이다. 이는 서로 다
른 개개의 능력이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내고, 아
울러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실
례라고 볼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재능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가? 그것들을모두발휘하여새로운사업아이템을고안해낼수
있는방안을모색해보면어떨까?

▲홈페이지에나온메이크업키트사진

▲미카올리비아의공동창업주
카린쇼지의모습

카린쇼지가헤어와메이크업을한모델의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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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법에사용되는 어가한정돼있고화장법역시강의내용이한정돼있기때문에수준별,

단계별 학습이 진행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더불어 화장법, 어 둘 다 원하는 성인 여성

에게는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화장법만, 또는 어만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오

히려전문성이떨어진다는느낌을받을수있다. 때문에 화장법을 어로배우는것은단기간

의 이벤트 성격이 강하다. 어를 단계를 높여 공부한다거나 화장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

해메이컵업계에진출하고자하는사람들에게는오히려둘을합쳐놓은것이불편할수도있

다. 또한 화장법을 어로 배우는 것은 장기 과정이기 보다는 단기 과정이기 때문에 늘 새로

운교육생을모집해야한다는압박을받을수있다. 

화장법과 어는서로연관성이떨어지는분야다. 성인 여성이라면늘화장에대해관심을가

지기마련이고, 한국이라면 어스트레스에시달릴정도로평생 어공부라는무게에짓눌려

산다. 둘 다 관심이 많은 분야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러한 공통점을 연결한 것이 화장법과

어를동시에배우는것이라고하겠다.  

그동안 어를 습득하기위해 다양한시도가있었다. 뮤지컬 또는 연극을 어로하기도하고

에어로빅, 댄스 등도 어로 배우기도 했다. 이는 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꾸준한 어

학습이가능하면서동시에다른분야도익힐수있도록했다. 

어로 화장법을 가르친다면 성인 여성들의 관심은 클 것으로 보인다. 화장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때문에늘새로운트렌드에대한정보를얻고싶어하는여성들에게관심이높은분야

다. 이를 어로 가르친다면 어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최신 화장법을 배울 수 있어 만족감

은 두 배로 커질 것이다. 단순히 화장법만 배운다면 선뜻 지갑이 열리지 않을지라도 여기에

어라는절대절명의목표가함께제시된다면상대적으로지갑을열기가쉬울것이다.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업종의 특장점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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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체크 포인트

창업계획수립 □ 화장법과 어두분야에전문성을가지고있는가?

□ 시장조사를통해정확한정보를파악하 는가?

시장조사 □ 주변수요조사여부(메이크업, 어 관심자)

□ 주변경쟁점포조사여부(업체수, 상품, 가격 등)

창업형태결정 □ 어로화장법을강의하는학원의형태. 

자금계획수립
□ 본인이조달가능한범위내에서자금계획을수립하 는가?

(점포구입비, 인건비, 인테리어비, 운 비등)

□ 시장조사결과를반 해업종에적합한상권과입지를

상권, 입지선정 결정하 는가?

□ 여성들의유동이활발한곳인가?

기계설치및 □ 점포는여성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곳인가?

인테리어공사 □ 내부인테리어는여성들이편리함을느낄수있는가?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 는가?

□ 관할구청에 업신고증을발급받았는가?

인허가사항 □ 별도의인허가사항없음.

기타사항
□ 어가능숙한화장전문가의채용이가능한가?

□ 해외취업희망자중심으로수강생모집이가능한가?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창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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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법을 어로 강의한다면 대부분의 수강생은 성인 여성이 될 것이다. 일단 40대 이상은
이미 자신만의 화장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20~30대 여성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20~30대 여성은자신을위해서라면과감하게돈을쓰는경향이있는계층이다. 특히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어를 배우고 더불어 자신의 현재를 위한 화장법까지 배운다면 기꺼이 지갑을
열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감안해야 할 것은 20~30대 여성이 소문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예
상보다 어를 깊이 배우지 못한다던지 화장법에 대한 강의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단번에발을확 끊을수도 있으므로사전에 확실한준비가돼있어야한다. 더불어 20~30대
여성은 다른 것과 꼼꼼히 비교 분석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어 학원, 다른 화장법
강의학원과비교해얼마나경쟁우위에있는지스스로자문하고점수를매겨봐야한다. 

어 교육시장은 외국유학, 연수비용까지 합치면 10조원을 훌쩍 넘어 전체 사교육 시장의 4
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어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교육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다. 더불어 화장법에 대한 수요 역시 꾸준하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
스트가 새로운 인기 직종으로 각광 받을 정도로 성인 여성의 화장법에 대한 관심은 높다. 물
론 화장법에대한강의수요도줄어들지는않을것이다. 화장법을 어로배우는학원은사실
상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시장규모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로 뮤지컬을 배우거나 연극을
배우는 수요가 만만치 않은 것을 감안하면 어 교육의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자리 잡을 가능
성은충분하다. 

화장법을 어로배울수있는학원은어떤것에더중점을두느냐에따라적합상권이약간씩
차이 날 수 있다. 만약 화장법에 방점을 둔다면 성인 여성들이 주로 다니는 도심 또는 대학가
인근이좋을것이다. 특히 여자대학인근이라면화장법을배우는것은물론 어에대한공부
를 원하는 여대생이 많기 때문에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 만약 어에 중점을 둔다면 어 학
원이몰려있는곳이안전한창업을위해선호된다.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소비자특성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예상 시장 규모

사업성분석 03_상권 및입지

적합상권 및 입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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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법을 어로배운다는것은어떻게보면두분야를심도있게배움에있어학습효과가떨
어질 수 있다는 선입관을 가질 수 있다. 이에 강의 내용을 충실히 알려 이러한 선입관을 불식
시킬 필요가 있다. 화장법을 어로 배우는 만큼 화장법에 대한 강의 수준을 일단 정하고 이
에 걸맞는 어를 배울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알차게 짜야 한다. 또한 대개 어 강습을 받
는데있어서는원어민강사에대한선호도가높은편이기때문에여성원어민을대상으로미
리화장법을강의한후원어민이직접 어로화장법을가르치는것도적극고려해볼만하다.

다른 학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수강생들이 다양한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으며 여성 수강생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해 유흥가 집지
역, 우범지역인근은될수있으면피하는것이좋겠다.

기본적으로 화장법에 대한 강의에는 흔히 말하는 시장가격이 있다. 여기에 어가 가미되는
만큼 화장법 강의 수강료에 어 강의 비용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형태다. 그런데 만약 어
만을 집중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수강료가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 있어 굳이
어로화장법을배울필요가없는셈이다. 때문에수강생들의요구를잘파악해화장법의아주
기본과정은 어수강료수준으로책정하여일단고객들의흥미를유발시키고, 전문가용화
장법은 말 그대로 화장법 강의에 어 강의까지 플러스하는 형태로 나누는 이분화된 가격 전
략이필요하다. 

화장법을 어로 강의하는 곳은 굳이 1층이 될 필요는 없다. 통상 어 관련 학원의 경우 2층
이상에 위치한다. 화장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도 마찬가지다. 수강생의 접근성이 좋다면
1층이 아닌 2층 이상에 입점해 있어도 무난하다. 하지만 여성 고객이 주요 대상인 만큼 건물
이 깔끔해야 하며 강의실 역시 인테리어가 돋보여야 한다. 학원이 대로변에 있는 것이 저녁
강의를끝내고나오는여성수강생들의안전한귀가에도움이되는관계로될수있으면밝고
깨끗한거리에위치한대로변에학원이있는것이좋을듯하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상품 전략 (Product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가격 전략 (Price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점포개발 전략 (Pla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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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학원 또는 메이크업 학원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창업할 경우 가맹비는 지역별로 500만

~4,000만원까지 다양하다. 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평균 2,000만~3,0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표준 점포를 330㎡ 규모라고 봤을 때, 가맹비 3,000만원, 인테리

어 비 6,000만~7,0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2,500만원, 초도물품비 1,000만원, 홍보비

500만원등점포비용을제외한창업비용은 1억3,000만~1억4,000만원정도를예상할수있다.

어 관련 학습은입소문이중요하다. 어디서 잘한다고하면우르르몰려가는것을어렵지않

게 보게 된다. 그만큼 정보가 빠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

어에 대한 새로운 학습법이라는 타이틀로 인터넷 어 관련 카페를 적극 활용해 볼만하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화장법에 대한 어식 표현을 하루 한건 올리는 것도 수강생을 유치하는

좋은방법일것이다. 또한 새로운 어학습법에대한새로운관심을유발시키기위해인터넷

상의공개강좌를여는것도적극고려해볼만하다. 

일단 화장법을 어로배울수있는고객층을판단하는것이우선적으로이뤄져야한다. 일단

20~30대 성인 여성이며 어에 관심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여대생 또는 직장 여성이 대부

분이 될 것이다. 만약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대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수강료를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되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낮에 강의시간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

해 볼만하다. 또한 어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화장법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면 가격보다는 전문성에 더 중점을 둬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직장 여성을 위한 화장법을 강의하고 여기에 어도 덤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

을적극알려고객유치에나서야한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판매촉진 전략 (Promotion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온라인 마케팅 (On-line Marketing Strategy)

사업성분석 05_투자비용예측

투자비용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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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학원 운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능력 있는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화장법과 어를동시에배우는학원의경우두가지모두를잘하는강사를채용하는것이쉽

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 외국어 교육의 경우 원어민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므로 여성 원어민

에게 먼저 화장법을 배우도록 한 뒤 수강생들에게 어로 화장법을 가르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일이다. 

학원은 입지가매우중요한업종중하나다. 수강생들이 도보나차량으로접근하기쉬운곳에

자리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성 고객이 주요 대상인 만큼 여대 인근 또는 대학가 근처의 가

시성이좋은건물을선택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저녁 강의를 끝내고나오는여성수강생들

의 안전한 귀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밝고 깨끗한 거리에 위치한 대로변 건물을 선택하는

것도좋다. 

화장법과 어를동시에배우는것은 쉽지않은일이다. 때문에 수강생은해외 취업을고려하

는 구직자 또는 새로운 화장 기술에 관심이 높은 여대생 등 그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학원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

수강생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고, 추첨을 통해 해외의 유명 메이크업 쇼를 감상할 수 있는 기

회를주는것도좋은방법이될것이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1

어에능숙한메이크업강사채용이관건이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2

수강생의접근이쉬운위치에학원을개설해야한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3

수강생의의욕을북돋울수있는다양한이벤트를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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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스튜디오로도겸용되는카페

누구에게나열려있는아트스튜디오
‘러 캔버스’는 카페의 일반적인 서비스-유기농 커피, 차,
스낵, 와인, 맥주, 편안한 소파와 와이파이(무선네트워크
에연결할수있는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외에, 고객들
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고객
들은 카페 내에서 캔버스를 구입할 수 있고, 카페와 연결
된 스튜디오의 열린 공간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러
캔버스’는 물감과 붓,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미술 도구를
제공하며, 고객들은 상주하는 미술가들로부터 조언을 받
을 수 있다. 캔버스의 가격은 크기별로 다양하며, 캐나다
화폐로 40~80달러에판매되고있다.

예술을일상속에스며들도록하고자
‘러 캔버스’는 홍콩에서 인기를 누리는 즉흥적인 미술 쇼
에서 감을 얻어 시작한 사업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오
픈 마이크 나잇(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노래나 시낭송 등을
하는 날)을 갖는다. 또한, 화가들의 전시회나 재즈 나잇
등의 이벤트를 자주 갖기도 한다. 이러한‘러 캔버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일반인들에게 예술의 문턱을
낮춰주는 것이다. 예술이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서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관념을 사람들
에게 심어주고자 한다는 점에서‘러 캔버스’는 대중을 향
해가치있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고볼수있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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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인스티브의모습

▲그림을그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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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다른아이템과의만남
요즘일부카페들이단순히차를마시는것외에다른기
능들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형태로 운 을 하고 있다. 타
로 카페, 스터디카페, 애견 카페등이그러하다. 혹, 카페
를 운 하면서 새로운 수입 원천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카페의 본연적인 기능에 색다른 아이템을 접목시
켜창의적으로운 해보는것은어떨까?

▲카페고객의작품

▼그림을그리는사람들의모습
▲오픈마이크나잇광고포스터 ▲미술전시회광고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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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업종’의복합유통업소는업종진입장벽이낮아경쟁격화의소지가높다. 2003년

에 등장한 보드게임 카페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보드게임카페는‘보드게임’이라는 아이템

과‘카페’라는 업종이 만나면서 신세대들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보드게임이라

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면서 기존 카페와는 차별화된

퓨전 공간으로 젊은 층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경쟁업소들의 난립, 천편일

률적인 게임 종류로 소비자들이 쉽게 질려버린 점, 부가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상승세는급격히꺾여버렸다. 따라서아트스튜디오로겸용되는카페역시지속적으로

고객을유입시킬수있는방법, 부가수익을높일수있는방법등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제 카페는 단순히 맛있는 차를 마시고 이야기만 나누는 공간이 아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

운트렌드를만들어나가는창조적인공간이되고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카페는 1990년대 초 유학파 젊은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었다.

그 형태는 당구대나 다트게임이 설치되어 있는, 쉽게 말해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쉼터로 등장

한것이다.

이후 테이블마다 전화기가 구비된‘전화 카페’가 유행했고, 연인들의 궁합을 봐주는 사주카

페, 유럽풍의 노천카페,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는 북 카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카

페, 친구들과 여럿이 모여서 게임까지 할 수 있는 보드게임카페, ‘별 다방’, ‘콩 다방’으로 대

변되는 고급 테이크아웃 카페까지 다양한 테마를 가진 카페로 발전해왔다. 시대의 변화에 따

라카페형태도같이변화해온것을알수있다.

현재는 극심한 취업난 등으로 외국어 공부, 취업, 자기 계발 등을 할 수 있는‘스터디카페’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온돌방 형태로 방 안에서 뒹굴면서 TV시청, 웹서핑은 물론 배

달음식까지시켜먹을수있는‘룸카페’도젊은이들에게인기다.

이제 공부나 휴식이 아닌 그림이나 음악 등 자신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카페의 등장도 기대

해볼만하다.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업종의 특장점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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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체크 포인트

창업계획수립 □ 그림카페에대한기본적인개념을이해하 는가?

□ 시장조사를통해정확한정보를파악하 는가?

시장조사 □ 주변수요조사여부(아파트단지세대수, 연령)

□ 주변경쟁점포조사여부(업체수, 상품, 가격 등))

창업형태결정 □ 독립점또는가맹점선택시장단점을꼼꼼히

비교분석해보았는가?

자금계획수립 □ 본인이조달가능한범위내에서자금계획을수립하 는가? 

(점포구입비, 인건비, 인테리어비, 운 비등)

□ 시장조사결과를반 해업종에적합한상권과입지를

상권, 입지선정 결정하 는가?

□ 젊은이들의유동이활발한곳인가?

기계설치및 □ 점포는고객들이도보로접근이쉬운곳인가?

인테리어공사 □ 내부인테리어는편리함과안락함을느낄수있는가?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 는가?

□ 관할구청에 업신고증을발급받았는가?

인허가사항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실시하는위생교육을받았는가?

□ 그림그리는공간과음료를마실수있는공간이

기타사항 구별되어있는가?

□ 전문미술가가상주하며도움을줄수있는가?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창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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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20~30대 젊은층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림이라는 아이템이 접

목된다면소비자층은더욱넓어질것이다. 한 취업사이트의설문조사에따르면주 5일제로생

긴 여가시간의 활용 방안에 대해 100명 중 46명(4.6%)이‘취미생활 등으로 여가를 즐기겠

다’고답했다고한다.

그림을 취미로하는사람들은취미생활을즐기기위해미술학원등을찾아야하는데, 대개의

경우 바쁜 일상에 쫓기게 되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을 대상

으로 집 또는 직장 가까이에 맛있는 차와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좋은반응을얻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업계에따르면카페의시장규모는작년 1조 2천억원에서올해는 30%이상 성장이예상된다고

한다. 현재의 카페시장은 2000년 들어 처음 등장했는데 전성시대를 연 테이크아웃 카페와는

차별화를걸으며잠재력높은시장으로성장하고있다. 

최근 카페는 대형화 및 멀티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커피맛과 특유의 고즈넉한 분

위기로승부하는정통파카페들도여전히성업중이다.

카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을 다변화하며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내는 선구자로서 끊

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아트 스튜디오로 겸용되는 카페 역시 마니아층을 확보하며 그

역을넓혀나갈것으로예상된다.

카페는 입지 의존도가높다. 더구나 새로운아이템을접목시킨카페라면업종출현초기단계

이므로 입지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일급 상권은 아니더라도 1

층 대로변에 위치해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높은 점포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그림을

배울수있다는특성상다양한고객을흡수할수있으므로주택가상권도고려해볼만하다.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소비자특성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예상 시장 규모

사업성분석 03_상권 및입지

적합상권 및 입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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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스튜디오로 겸용되는 카페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이므로 이와 관련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감과 붓 기타 다양한 미술 도구 제공은 물론 전문가로부터

주기적으로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여기에 경

쟁력있는커피, 차, 스낵 등이준비되어있다면금상첨화다.

그림을 배울 수 있는 카페의 경우 음료 값과 레슨비를 따로 받는 방법과 음료 값에 레슨비를

포함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물론 레슨을 병행하는 것이 수익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

다. 따라서카페를방문하는다양한사람들이흥미를가지고그림을그릴수있도록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레슨을 받는 사람의 경우 음료 가격을 20%정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수익을높이는것도좋은방법이다. 

아트 스튜디오로 겸용되는 카페는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일반적인 카페의 경우 상권의 수요 범위를 반경

500m이내에 설정해 상권 내 인구가 5,000명 정도면 업이 가능하지만 그림 카페의 경우

유동고객의 수요보다는 타깃 고객의 수요가 많은 만큼 상권 범위를 넓게 선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겠다. 또한, 카페를 이용하는 주 소비층이 20~30대 여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

기자기하고예쁘고우아한이미지만으로인테리어콘셉트를정해서는안된다. 그림에관심이

많은중장년층까지확보하려면어느정도분위기있는콘셉트를정하는것이좋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상품 전략 (Product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가격 전략 (Price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점포개발 전략 (Pla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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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스튜디오로 겸용되는 카페 창업을 위해서는 132㎡ 이상의 점포가 필요하다. 음료를 마

시는 공간 외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카페

창업 시 점포비를 제외한 평균 창업비용은 약 6,000만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인테리어

콘셉트에 따라 비용에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존 카페를 인수하여 리모델링하

는방법도고려해볼만하다.

아트 스튜디오로 겸용되는 카페는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콘셉트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무

엇보다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림 동호회나 카페와 제휴, 회원들이 오프라

인 모임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체 모임 시 미술 도

구를 지원해주거나 할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방문이 이뤄지도록 신경을 써야 안

정적인매출을기록할수있을것이다.

아트 스튜디오로 겸용되는 카페는 무엇보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

이 급선무다. 따라서 가게 입구에 안내 사항을 적은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카페내부에유명작가의그림을전시해두고갤리리와같은분위기를연출하는것도좋다.

그림에 관심이많은사람들은자신의실력이어느정도인지궁금해하기도하고, 또 전문가의

조언을얻고싶어하기도하므로전문미술가를상주시켜격려와조언을하는것도판매를촉

진하는전략이될것이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판매촉진 전략 (Promotion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온라인 마케팅 (On-line Marketing Strategy)

사업성분석 05_투자비용예측

투자비용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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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 1층이 유리하다. 점포 앞을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잠재 고객

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좀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원한다면

2~3층 점포도손색이없다. 단, 눈에 잘띄는건물을선택해야시선을사로잡을수있다.

겉으로 봐서는 평범해 보이는 카페지만 유독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그 답은

‘맛있는 커피’에 있다. 한결같은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내고 맛깔스러운 사이드 메뉴를 개발

해서 함께 판매한다면 고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친절한 서비스까지 더해

진다면더할나위없다. 

아트 스튜디오로 겸용되는 카페는 그림 카페의 성격이 강하므로 관련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

해서는 미술 전문가를 상주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손님들은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다전문가의조언을얻고싶어하기때문이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1

아트스튜디오로겸용되는카페가성공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경쟁력있는입지를선택하는것이중요하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2

일반적인카페와비교해볼때손색이없는
차별화된맛과서비스, 분위기를연출해야한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3

미술전문가를상주시켜전문성과경쟁력을동시에높이도록한다.

Part I
111



테이블마다수도꼭지가달린이색셀프바

고객으로하여금
테이블에서직접술을받아마실수
있도록하는테이블탭(Table Tap) 시스템
간단히 맥주 몇 잔을 마시기 위해 집 근처 술집에 가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격의 없는 셀프 서비스를 선호하기
도 한다. 미국 아틀란타 주의 제프 리비(Jeff Libby)씨는
고객이테이블에서직접술을마실수있도록레스토랑이
나 바의 테이블에 수도꼭지(Table tap)를 달아주는
‘Table Tap LLC’회사를만들었다. 

관리의편리성까지겸비
테이블 탭 회사는 미국에 본사, 국에 지사가 있으며 주
문에 따라 레스토랑이나 바 등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주
고 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각 테이블에 한 개
이상의 수도꼭지를 달아서, 고객이 원하는 만큼 술을 따
라 마시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인 음주 규제에 맞추
어 디자인되기 때문에 11파인트 정도의 맥주를 마시고 나
면웨이터가테이블에와서확인할때까지자동으로꺼지
게된다. 고객이따른술의양은테이블에있는미터기에
표시되고, 경 자가 전체 판매량과 시간, 날짜, 그리고 테
이블에 따른 소비량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에저장된다. 

06
PART 1

▲직접맥주를따르는모습

▲테이블탭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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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테이블탭(Table Tap)
소 재 지 미국아틀란타
사업개시연도 2007년 10월
주 소 536 Trabert Avenue, 

Atlanta, GA 30309, USA
전 화 +1-770-778-0341
웹사이트 www.thetabletap.com
이 메 일 jeff.libby@thetabletap.com
제품및서비스가격
17 센트(1온스) ~ 마신 양만큼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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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절약등장기적인안목으로본다면
이시스템의설치가격은주문량에따라다르지만대략적인비용
을 예로 들면, 이 시스템을 설치한 바는 매달 유지비와 소프트웨
어계약비용을제외하고초기에 11만 달러를냈다. 비록 초기투
자비용이 만만치 않기는 하지만, 고객들이 손쉽게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점과 종업원의 수를 줄이는 데 대한 인건비 절약 등을 생
각해본다면한번고려해볼만한시스템이아닐까?

▼테이블탭시스템 ▼직접따르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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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마다 수도꼭지가 달린 이색 셀프 바는 말 그대로 이색적인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반

대로 경쟁자가 생겨 더 이상 이색적이지 않다면 가장 큰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 아이

템을 활용하여, 기존의 주점에서 이와 비슷한 시설을 갖추고 업종을 전환할 수도 있고, 또 새

롭게 창업하는 주점 역시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쟁자의 출현을

가장큰위협요소로꼽을수있겠다.

더불어 최근 주점의특성은고급화이다. 물론 호프집처럼저렴한곳을찾는수요는여전히있

지만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서 과거처럼 무조건 취하고 보자는 식의 유흥 문화는 점점 사라져

가는 추세다. 때문에“무한정 리필”이라는 무기가 반짝 흥행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한다. 

지난해 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자 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외식을 줄이는 탓에

외식 산업 전체가 휘청거렸다. 주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유흥 주점은 물론 대중적인 호프집

도 타격을 받아 문을 닫는 곳이 줄을 이었다. 이에 주점들의 살아남기 위한 노력은 상상을 초

월한다. 각종 이벤트는 물론 서비스 메뉴 개발에 나서는 등 퇴근 후 한잔하려는 직장인들의

발걸음을잡기위해안간힘을쓰고있다. 

테이블 마다 수도꼭지가 달린 이색 셀프 바 역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술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 유행하던 고기 뷔페를 떠올리

게 한다. 술잔이 비워질 때마다 종업원을 부르지 않아도 되고, 더불어 얇디얇은 지갑을 걱정

하지않아도된다.

일정 금액을 내고 술을 무한정 마신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20~30대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유행에 민감하므로 신선하다고 느끼면 확 몰리고, 반

면 식상하다고 생각되면 확 빠져 나가는 특성이 있어 늘 새로운 것을 가미해야 할 것이다. 단

지 술을 무한정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다른 주점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는말이다.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업종의 특장점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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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체크 포인트

창업계획수립 □ 주점창업에대한기본적인개념을이해하 는가?

□ 시장조사를통해정확한정보를파악하 는가?

시장조사 □ 주변수요조사여부(주점이용객수, 연령)

□ 주변경쟁점포조사여부(업체수, 상품, 가격 등)

창업형태결정
□ 독립점또는가맹점선택시장단점을꼼꼼히

비교분석해보았는가?

자금계획수립
□ 본인이조달가능한범위내에서자금계획을수립하 는가? 

(점포구입비, 인건비, 인테리어비, 운 비등)

□ 시장조사결과를반 해업종에적합한상권과입지를

상권, 입지선정 결정하 는가?

□ 젊은이들의유동이활발한곳인가?

기계설치및 □ 점포는사람들이도보로접근이쉬운곳인가?

인테리어공사 □ 내부인테리어는색다른느낌을가질수있는가?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 는가?

□ 관할구청에 업신고증을발급받았는가?

인허가사항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실시하는위생교육을받았는가?

기타사항
□ 셀프서비스에대한선호도는어떠한가?

□ 수도꼭지테이블사용에어려움은없는가?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창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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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가갖춰진이색셀프바를찾는고객은대부분, 말 그대로 새로운것에 대해호기심이
많은젊은층일것이다. 40~50대 직장인들은돈을더지불하더라도서비스가뛰어난주점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20~30대 직장인들이 주오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들은 알뜰한 소비층인 만큼 셀프바가 다른 일반 주점에 비해 얼마나 저렴한지를 꼼꼼히 따지
곤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해서 찾지만은 않을 것이다. 기본적인 인테리어가
뒷받침돼주점다운분위기도갖춰져있어야한다. 예상보다까다로운소비층을대상으로한다
는것을감안해야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해 동안 마시는 술의 양은 얼마나 될까? 지난 2003년 주류 업계의 조
사 결과를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소주 82병, 맥주 120병, 위스키 1.9병 정도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체 소비량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인구(조사
당시 3천400만명)로 나눈 수치이다.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1인당 술 소비량은 훨씬 많아
질 것이다.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따져봐도 1인당 음주량은 소주 59병, 맥주 86병, 위스키
1.3병. 세계에게 두 번째로 술 소비량이 많다. 술 소비량이 적정선을 넘었다는 의학계의 지적
과경고가잇따르고있지만술소비는좀처럼줄지않고있다. 
1인당 술 소비량을 감안하면 술장사는 분명 사업성이 있고 성공가능성도 높은 업종이라고 생
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주류전문점만 놓고 볼 때 경쟁상대가 너무나 많기 때문
이다. 따라서앞으로는저마다의독특한콘셉트를가지고있어야만치열한경쟁에서살아남을
수있을것이다.

테이블마다수도꼭지가달린이색셀프바는 20~30대가 많이몰리는도심상권이적합하다.
일단 처음엔 호기심에 찾아오지만 도심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기존유흥문화에싫증을느낀회사원들도주요타깃이될수있다. 대학가인근, 오피
스빌딩 집지역인근이유망창업지역으로꼽힌다. 
이미 주점이 몰려 있는 곳이라면 경쟁의 부담이 있지만 새로움을 무기로 창업지로 선택해 볼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소비자특성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예상 시장 규모

사업성분석 03_상권 및입지

적합상권 및 입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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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마다수도꼭지가달린이색셀프바는상품콘셉트를잡기전에어떤형태의주점이될

것인지를미리정해야한다. 수도꼭지를전면에내세운다면술맛에중점을둬야하기때문에

직접 술을 제조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차별화된 술을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수도

꼭지를 마케팅 포인트 중 하나로 본다면 수도꼭지로 술을 제공한다는 이색 서비스는 기본이

며 근사한 분위기, 요리 수준의 안주를 함께 제공해 고객들을 유인해야 한다. 최근 호프집에

냉각테이블, 배달용 냉각기, 얼음 맥주잔 등 각종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수

도꼭지만을내세워승부하겠다는것은위험이따를수밖에없다. 

만하다. 특정 주점에서약속을정하고만나기도하지만주점이몰려있는곳에서만나주점을
찾는 수요도 적지 않다. 물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것이 좋고 주차
여건도뒷받침되어야한다. 

크게 두 가지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일정 수준의 입장료를 받고 무한정 술을 먹을 수

있도록하는전략이다. 이 경우 술을무한정으로제공하는만큼 1인당 예상술소비량을감안

해 입장료를받고기타안주등을통해매출을올릴수있도록해야한다. 반면 이와 달리 수

도꼭지에미터기를설치하여술을마시는양만큼비용을지불하도록하는방법도있다. 이 경

우 고객들이 비교적 적정 수준의 주량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술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더불어 테이블 회전 역시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술 공급 방식만 차별화를 이룰 뿐 다

른것은일반주점과같이때문에고객유인효과가떨어진다는단점이있을수있다.

일단 가시성이 높고 접근이 편리한 1층 점포가 최고의 입지로 꼽힌다. 과거 호프집의 경우 2

층 또는 지하에 위치해 있었지만 이제는 1층 점포가 대세다. 수도꼭지가 달린 이색 셀프바 역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상품 전략 (Product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가격 전략 (Price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점포개발 전략 (Pla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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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점 창업에는 투자비의 상당수가 인테리어, 집기 등 점포 개발에 투자된다. 프랜

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165㎡ 점포를 기준으로 최소 1억원 이상을 예상해야 한다. 냉각테이블

테이블마다 수도꼭지를 갖춘 이색 셀프바를 이용하는 고객이 젊은 층인 만큼 젊은 층이 모이

는 각종 동호회에 이를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동호회 게시판에 새로운 형태의 주점이 등장

했다는것을알리고이를프린트해올경우할인해주는이벤트도진행해볼만하다. 신세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각종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블로그,

카페등을만들어검색에많이노출될수있도록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수도꼭지가최고의판매전략이다. 최근 일부호프집에서맥주냉각테이블과배달용냉각기로

고객 유인에 성공한 바 있다. 수도꼭지를 통해 자신이 직접 먹을 수 있는 만큼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를 적극 홍보해 고객을 유인해야한다. 만약 1인당 입장료를 받는 정책을 쓴다면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고객의 경우 잘 마시는 고객과 차이를 둬서 술을 잘하나 못하나 무조건 같

은 가격을 내야 한다는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술이 무료인 것을 감안해‘1분에 가장 많

이마시기’등의이벤트를통해수도꼭지가가진장점을적극활용해볼수도있다.

시 지나가는행인들이호기심에방문할가능성이높으므로 1층에점포를얻는것을적극고려

해 볼만하다. 만약 2~3층, 지하에 창업을 한다면 이를 현수막이나 입간판을 통해 적극 알릴

수 있어야 한다. 기존 호프집의 경우 테이블 4~5석의 작은 규모 보다는 10석 이상의 중대형

규모가 손익 분기점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수도꼭지가 달리 이색 셀프

바역시 10석 이상의테이블을갖추는것이좋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판매촉진 전략 (Promotion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온라인 마케팅 (On-line Marketing Strategy)

사업성분석 05_투자비용예측

투자비용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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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시장은경쟁이치열하다. 저마다 다양한방법으로손님을끌어들이기위해애를쓰고있

다. 테이블마다 설치된 수도꼭지는 그런 점에서 가증 큰 경쟁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번거

롭게 종업원을 부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양도 직접 조절할 수 있어 손님들에

게좋은반응을얻을것이다.

로 유명한한맥주전문점의경우 99㎡ 점포창업에약 8,000만원정도가소요된다고한다.

테이블마다 수도꼭지가 달린 셀프바 역시 그 특성 상 시설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매달

내야하는유지비, 소프트웨어계약비용을제외하고도 110,000달러(한화 약 1억3,000만원)를

냈다고하니초기투자비용이만만치않은셈이다.

테이블마다 수도꼭지가 설치된 셀프 바는 그 시스템으로 인해 종업원의 역할이 현저히 줄었

다. 그렇다고 하여, 종업원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은 그러나, 그리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각

테이블에 부족한 것을 바로바로 채워주는 착 서비스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

이기때문이다. 셀프바라할지라도고객을위한세심한서비스는지속되어야할것이다. 

호프집에서 맥주 맛이 떨어진다면 맥주가 공급되는 호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깨끗

한 관을 통해서 나오는 맥주야말로 최상의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꼭지가 설치된 셀

프 바 역시 마찬가지다.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과 청소를 실시해 신선도를 유지, 한결같은 맛

을유지해야만고객의발걸음을사로잡을수있을것이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1

테이블마다설치된수도꼭지가가장큰경쟁력이될것이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2

종업원의세심한서비스는고객만족도를높이기마련이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3

수도꼭지테이블의철저한위생관리를통해신뢰도를높이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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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프(Skype)로상담을해주는미용실

플랜B 살롱의특별한서비스, 인터넷무료상담
여성이라면대개미용실에방문하기전에먼저자신의헤

어스타일에 대해 상담받기를 좋아할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미국 매사추세츠주캠브리지의‘플랜 B 살롱(Plan

B Salon)’이 15분 길이의 인터넷 무료 상담 서비스를 새

롭게 선보 다. 이로 인해, 고객은 살롱을 방문하기 전에

그들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는지, 그리고 스타일리스트가

자신의 요구를얼마나수용해줄수있는지를 미리알고

갈 수 있게 된다. 또한 머리를 하기 전에 보다 다양한 헤

어스타일을구상할수있도록도와준다.

스카이프를이용한
무료스타일링상담신청절차
상담은 가입자 간 무료 통화가 가능한‘스카이프(Skype: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으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나 PDA(개인휴대정보

단말기)만 있으면 이 스카이프를 통해 언제든 무료로 음

성 통화를 할 수 있음. 특히 P2P 시스템을 기반으로 메

신저 기능과 함께 인터넷 전화 기능을 제공함)’를 통해

이루어진다. 고객은 플랜 B의 웹사이트에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자신의 스카이프 번호를 양식에 기입하고 자신의

최근 사진을 보내어 이메일로 상담을 신청한다. 살롱은

고객이 거의 없는 월요일에 주로 상담을 제공하며, 다른

07
PART 1

▲살롱내부모습

▲헤어스타일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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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플랜 B 살롱(Plan B Salon)
소 재 지 미국매사츄세츠
사업개시연도 2008년 5월
주 소 Plan B Salon, Harvard 

Square, 99 Mount Auburn 
St. (JFK St.), Cambridge, 
MA 02138, USA

전 화 +1-617-547-5262
웹사이트 www.planbsalon.com
이 메 일 http://www.planbsalon.com/

location_contact.html
제품및서비스가격 30~16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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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에도 가능하면 예약 상담을 받는다. 이 서비스는 무료이며,

머리를 자르거나 스타일을 다듬는 데 드는 가격은 30달러에서

160달러사이이다.

어떤비즈니스에도
시도해볼수있는인터넷무료상담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무료 상담은 헤어 스타일리스트가 고객에게 다가

갈 수 있는 보다 쉬운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유용한 생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신의 사업에도 이러한 인터넷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접목해보는것은어떨까? 

헤어스타일모델과
살롱내부모습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스카이프로상담을해주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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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은 유행에 민감하다. 따라서 비디오 상담 서비스는 정기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

다. 자칫관리에소홀할경우유행에뒤떨어진미용실이라는오명을쓸우려가있다. 

스카이프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생소한 단계인 것도 위험 요소로 지적된다. 현재 스카

이프는기업을대상으로하는‘기업형스카이프’가도입단계에있는상황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용실을 이용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해주는 디자이너를 한 번에 찾기가 쉽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미용

실을 방문했다가 이것저것 권유하는 추가 서비스를 뿌리치지 못해 결국 예상보다 높은 지출

을하고돌아와후회하는경우가비일비재하기때문이다.

그런 점에서스카이프로상담을해주는미용실은충분히경쟁력이있다고보아진다. 스카이프

(Skype)란 룩셈부르크의 스카이프 테크놀로지사가 개발한 무료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인터넷 기반의 음성정보 서비스) 소프트웨어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리눅스, 맥

오에스 텐, 윈도 CE, 윈도 모바일용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운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

발되었으며, P2P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 비교적 느린 속도에서도 높은 통화품질의 안정된 통

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에 따라 제한은 있으나, 유료로 일반 전화와도 통화

할수있으며, 화상 통화와화면공유기능도지원하는등다양한기능을제공하고있다.

이러한 스카이프를 통해 미용실을 방문하기 전, 헤어스타일에 대해 충분히 상담을 하면 방문

후 자신의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을 쉽게 연출할 수 있고, 실제로 미용실을 방문했을 때 추

가 비용을 낼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

면그효과를톡톡히볼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업종의 특장점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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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체크 포인트

창업계획수립 □ 스카이프서비스에대한기본적인개념을이해하 는가?

□ 시장조사를통해정확한정보를파악하 는가?

시장조사 □ 주변수요조사여부(아파트단지세대수, 연령)

□ 주변경쟁점포조사여부(업체수, 상품, 가격 등)

창업형태결정
□ 독립점또는가맹점선택시장단점을꼼꼼히

비교분석해보았는가?

자금계획수립
□ 본인이조달가능한범위내에서자금계획을수립하 는가?  

(점포구입비, 인건비, 인테리어비, 운 비등)

□ 시장조사결과를반 해업종에적합한상권과입지를

상권, 입지선정 결정하 는가?

□ 젊은층의유동이활발한곳인가?

기계설치및 □ 점포는사람들이도보로접근이쉬운곳인가?

인테리어공사 □ 세련된내부인테리어로고객들을만족시킬수있는가?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 는가?

□ 관할구청에 업신고증을발급받았는가?

인허가사항 □ 관할구청위생과에서인허가를받도록한다.

□ 비디오상담서비스에최근유행하는스타일을

기타사항 충분히반 하 는가?

□ 스카이프를통한상담시실력있는스타일리스트를

투입하는가?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창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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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를불문하고미용실에한두번들러보지않은사람은없을것이다. 미용실을 이용하는소

비자들은 예전에는 단순히 파마나 커트를 위해 미용실을 찾았지만 현재는 염색이나 트리트먼

트등다양한머리손질을원하는경우가점차많아지고있다.

또한 유행에 따라 스타일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끌

어들이기위해서최상의서비스를제공하려는노력또한필요하다.

국내 미용산업은 2007년 기준헤어미용 3조 5,400억원, 피부미용 4,200억원, 네일 등기타

1,000여 억원 등 연간 매출액이 4조 600억원에 이른다. 또한, 우수한 기술과 한류에 힘입어

새로운관광·수출산업으로높은성장잠재력을보유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미용 시장은 고부가가치산업이면서향후성장가능성이큰시장이다. 최근 들어 외모에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미용 서비스는 사치품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 현대 생활에 꼭 필요

한필수품으로인식되는추세이기도하다.

미용실은 전형적인 생활 착형 사업이다. 상주인구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면 최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주택 집 지역도 괜찮고 사무실이 집해 있

는오피스지역도적당한곳이다.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건물의상가나학교또는학원이 집

한 지역도 좋다. 이들을 배후에 둔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소 주변이라면 더욱 만족스러운 입

지다.

점포는 주로 상가의 1층이나 2층에 입점하는데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라면 1층이 효과적이

며규모가클경우 2층도나쁘지않다.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소비자특성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예상 시장 규모

사업성분석 03_상권 및입지

적합상권 및 입지유형

해외 신사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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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프로 상담을 해주는 미용실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비디오 상담 서비스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를 통해 호감을 사야만 본격적으로 스카이프 상담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스카이프 상

담이시작되면전문스타일리스트를투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고객이원하는스타일이어떤

것인지파악하고고객이원하는것을충분히수용할수있는자세를보여주는것이중요하다.

스카이프로 상담을 해주는 미용실은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대부분의 미용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이것저것 추가하는 옵션이 많고, 결국 고객의 예산을

초과하게 만든다. 이러한 방법은 당장의 수익을 가져올지는 모르나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는

실패로이어지기마련이다. 고객이원하는가격수준에맞춰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보다효

과적인방법이될것이다.

스카이프로 상담을 해주는 미용실은 다른 경쟁 점포와는 달리 첨단 서비스가 이뤄지는 만큼

세련된인테리어를실시하는것이좋겠다. 기다리는손님들이지루하지않도록잡지를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준비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웹 서핑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존

(zone)을 설치하고 스카이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점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

법이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상품 전략 (Product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가격 전략 (Price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점포개발 전략 (Pla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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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로 미용실을 창업할 경우 창업비용은 점포 비용을 제외하고 5,000만~8,000만원

이 소요된다.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기준으로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2층 99㎡ 규모 점포

의 경우 작업대 10개와 사물함, 냉장시설을 포함해 3.3㎡당 180만~200만원으로 총 5,400

만~6,000만 원이 소요된다. 이밖에 파마기구, 드라이어 등 머리손질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이필요하며가맹비 1,000만 원이추가로소요된다.

스카이프는 가입자간 고화질 화상전화 및 음성통화 모두 무료로 지원해 통신비 부담이 덜하

다. 국내 통화요금도 저렴한 편이고, 가입비와 설치비, 약정 기간이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

용할수있다고한다.

스카이프가 온라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카이프로 상담을 해주는 미용실은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 필수다. 홈페이지에 서비스 전과 서비스 후의 사진을 올려놓거나, 상담을 받은

후 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용 후기를 남기는 이

용자에게는추첨을통해선물을증정하거나무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면단골고객확

보에도움이될것이다.

‘섹시한 이미지를 완성하는 10가지 헤어스타일’이나 반대로‘청순한 이미지를 완성하는 10가

지 헤어스타일’등 고객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좌석마다 담당 디자이너를 두는‘헤어 닥터제’,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요금을 돌려주

거나 다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리콜제’, 10번이용 시 1번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마일리지제’등을활용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판매촉진 전략 (Promotion Strategy)

사업성분석 04_마케팅전략

온라인 마케팅 (On-line Marketing Strategy)

사업성분석 05_투자비용예측

투자비용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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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프로 상담을 해주는 미용실은 손님이 스카이프 상담을 통해 매장 방문 여부를 결정하

기 마련이다. 때문에 상담 시 고객의 요구를 충분히 반 하도록 하는 등 무엇보다 친절하고

만족스러운상담서비스를펼쳐야할것이다.

미용실은 다른 어느 곳보다 유행에 민감해야 한다. 손님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운 유행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스타일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다

양한교육프로그램에참가하는것도좋은방법이될수있다.

미용실은 운 자와 미용사 등 종사자들의 세련된 마음가짐과 그들의 태도와 외형이 전체 이

미지를 형성한다. 즉 종사자들의 이미지가 곧 상품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미용실 종

사자들은고객의마음을사로잡을수있도록자신에게지속적인투자를할수있어야한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1

스카이프상담시고객의마음을
충분히사로잡아야매장방문으로이어질수있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2

새로운유행과기술을수시로습득해야만사업을안정적으로유지할수있다.

사업성분석 06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3

미용실은아름다움을추구하는곳이다.

Par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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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01. 99달러로집을환경친화적으로개조하기

02. 잉크를덜소모하는친환경적인폰트

03. 베이비시터와엄마들을위한중개사업

04. 달리는사람들을위한음악코칭서비스

05. 이벤트플래닝의틈새시장을공략한결혼식리허설식사

06. 렌터카보다저렴한자동차공유서비스

07. 시골집스타일의전통가옥체험과농장캠핑

08. 남자들이여, 이제 쇼핑없이도옷을구입할수있다

비점포형아이템



99달러로집을환경친화적으로개조하기

건강한집만들기프로젝트
오늘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길 바라는 것은 아마
도 사람들의 보편적인 희망사항일 것이다. ‘그린 아이린’
의 설립자 부부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환경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제 그들은
‘에너지, 물, 돈을 절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자
신들의 생각을 수많은 환경 친화 상담사(Eco
Consultants)들에게 교육 시키고, 그 상담사들을 통해
수많은 가정을 환경 친화형으로 바꾸고 있다. 그린 아이
린은 이제 범위를 넓혀 환경 친화 사무실(Green Office)
에까지그사업분야를확장시켰다.

친환경컨설팅
그린 아이린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99달러에 제공되는 그
린 홈 메이크오버(Green Home Makeover: 환경 친화
적인 집 개조)와 250달러에 제공되는 그린 오피스 메이
크오버(Green Office Make over)이다. 상담을 신청하
면 그린 아이린의 지역 환경 상담가가 방문해 일반 가정
은 60~90분, 사무실은 2시간 동안 집과 사무실을 둘러
보며 돈과 에너지, 물을 절약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친환경적인 조언들을 제공해 준다. 또한 즉석에
서바꿀 수있는환경들을개선해주고그에필요한친환
경 제품들도 소개해 준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상담가는
지역의 대체 에너지 공급원, 세금 절감 등의 재정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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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스위치전원공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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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Green Irene
소 재 지 미국뉴욕
사업개시연도 2007년
주 소 Green Irene LLC, 9 East 

47th Street 4th Floor,  
New York, NY 10017

전 화 +1-888-212-4733
웹사이트 www.greenirene.com
이 메 일 support@greenirene.com 
제품및서비스가격
그린홈만들기 99 달러 (60~90분 상담)
그린오피스만들기 250 달러 (2시간 상담)



을 함께 다룬다. 소비자는 6개월 동안 회사의 온라인 서비스인
‘그린 아이린에게 물어보세요(Ask Green Irene)’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집을 개조할 때가 되면 그린 아이린의 환경 상담가가
직접 여러 가지 환경 친화적 제품들을 판매하고, 회사의‘지속가
능한작업자 네트워크’에서환경친화적인공사업체를추천해주
기도한다. 

새로운변화를원하는소비자들의욕구충족
누구나 한번쯤은 집을 바꾸어 보고 싶다는 생각과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그린 아이린의 서비
스는이러한소비자들의요구에저비용과환경친화라는두마리
토끼를제공해주어현지에서좋은반응을얻고있다. 
그린 아이린의 환경 상담사들을 통해 소비자들은 에너지 절약
(Energy Conservation), 에너지 효율 조명(Energy Efficient
Lighting), 물 절약(Water Conservation), 정수(Water Purity),
환경호르몬 없는 삶(Toxic Free Living), 실내 공기 청정(Indoor
AirQuality),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Waste Reduction and
Recycl ing), 가정의 이산화탄소 방출 줄이기(Shrinking your
Family’s Carbon Footprint), 안전을 위한 비상사태 대비책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에 대한 자세한 상담
을 받게 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한 환경 친화적 리모델링을 시작
한다. 그린 아이린을 통해 리모델링한 결과로 환경 친화적 주거
환경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비용(공과금)절감의 효과
까지얻게되는것은또하나의큰장점이라할수있다. 

▲상담체크리스트

▲태양열패널

▲환경친화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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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료 컨설팅을 받아 집이나 사무실을 개조해야 할 만큼 친환경에 대한 필

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들의

경우에 집을 친환경으로 바꾸고 싶어도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집주인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컨설팅 서비스의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부실할 경우 일반적인 인테리어

의 서비스와 차별화를 두지 못하게 되므로 친환경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사업 시작

에어려움을느낄수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친환경적인 집, 친환경적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친환경적인집을 만들고개조하기란여간골치아픈일이아니다. 일례로 친환경조명이라하

여소비전력을획기적으로줄여주는형광등이요즘시중에많이판매되고있는데, 초보자들이

어떤 제품이 가장 좋은 것인지, 가격대비 가장 친환경적인 제품이 어떤 것인지를 구별해내기

란결코쉬운일이아니다. 인테리어 업체나주택개발업체들도공사에사용되는제품들을단

가위주로비교해서공급받기때문에어떤제품으로집을지어야친환경집이되는것인지제

대로알고있는경우는드물다. 

본 서비스는 친환경 컨설팅 서비스로 환경 상담사가 집 또는 사무실을 방문하여 물과 전기를

절약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고객에게 맞춤 제안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즉,

환경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환경 친화적인 해법을 판매하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고객은

이 서비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바뀐 집을 얻을 수가 있다. 또한 전기와 수도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친환경 소재의 인테리어를 통해 더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친환경 관련 제품들과 친환경 인테리어 소재 관

련업체들이활성화될수있게되어부가적인경제발전에도기여할수있게된다.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아이템의 특장점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리스크 분석

해외 신사업 아이디어
132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창업절차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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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체크 포인트

□ 해외사례들을모두찾아마케팅상황을자세히

분석해보았는가?

시장조사 □ 집과사무실에적용할수있는환경친화적인해법들에

대한연구와조사가이루어져있는가?

□ 국내친환경제품과인테리어소재등관련업체들을

모두조사해보았는가?

□ 집과사무실의크기와종류에따른환경친화적해법들을

담은맞춤컨설팅서비스가잘준비되어져있는가?

아이템개발
□ 친환경제품과인테리어소재들을공급해줄수있는

업체들을확보하 는가?

□ 환경친화적으로집을수리하거나인테리어공사를

할수있는업체들을확보하 는가?

□ 사업에대한소개와홍보를위한웹사이트를구축하 는가?

□ 관할구청에통신판매업을신고하 는가?

사업자등록 □ 관할체신청에부가통신사업을신고하 는가?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하 는가?

기타 □ 친환경제품들과인테리어소재들을판매할수있는

친환경쇼핑몰을구축하 는가?

창업절차 체크 포인트

□ 해외사례들을모두찾아마케팅상황을자세히

분석해보았는가?

시장조사 □ 집과사무실에적용할수있는환경친화적인해법들에

대한연구와조사가이루어져있는가?

□ 국내친환경제품과인테리어소재등관련업체들을

모두조사해보았는가?

□ 집과사무실의크기와종류에따른환경친화적해법들을

담은맞춤컨설팅서비스가잘준비되어져있는가?

아이템개발
□ 친환경제품과인테리어소재들을공급해줄수있는

업체들을확보하 는가?

□ 환경친화적으로집을수리하거나인테리어공사를

할수있는업체들을확보하 는가?

□ 사업에대한소개와홍보를위한웹사이트를구축하 는가?

□ 관할구청에통신판매업을신고하 는가?

사업자등록 □ 관할체신청에부가통신사업을신고하 는가?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하 는가?

기타 □ 친환경제품들과인테리어소재들을판매할수있는

친환경쇼핑몰을구축하 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생소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친환경
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집 안에 있는
조명들만 바꾸어도 친환경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환경 친화적인 해법들을 고려하기 보다는 비용에 신경을 쓰
기 마련이다. 때문에 환경 상담사들을 통해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의 수는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대상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집을 다시 개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설령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 스스로
정보를 얻어 제품을 하나씩 바꾸거나 DIY소재로 직접 집을 개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친환경에대한인식이조금씩우리사회의곳곳으로번지고있고, 새로이 지어지는집들은친
환경제품과소재를통해친환경을실현하고있는추세이다.
◆DIY : Do it yourself, 전문업자나업체에맡기지않고스스로직접생활공간을보다쾌적하게

만들고수리하는개념

국내 인테리어 시장의 규모는 약 6조원대로 매년 8% 정도의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시장의
전망이 밝은 편이다. 친환경 인테리어가 많은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시장의 성장세를 주
도하고 있으므로 환경 친화적 컨설팅 서비스의 시장도 전망이 밝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
다. 많은 사람들이 집과 사무실 운 에 있어서 비용절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인테리어
시장뿐만 아니라 건축 시장에서도 환경 친화적 컨설팅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앞
으로큰성장을이룰것으로예측된다.  

본 아이템의핵심은‘환경친화적해법을통해집과사무실을친환경의공간으로바꿔주는컨
설팅 서비스’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다른 일반적인 인테리어 업체와 다른 점은 인테리어 공사
의 개념이 아닌 집과 사무실을 운 하는데 있어서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해법을 찾아 준다는
점과 친환경 제품과 친환경 소재만을 판매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환경 친화적인 해법으로 시
행한다는점이다.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소비자특성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예상 시장 규모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포지셔닝 (Pos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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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이템의 서비스는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환경 상담사를 통한 환경 친화적
해법을 개발해서 알려주는 컨설팅 서비스로 집과 사무실을 획기적인 친환경의 공간으로 바꿔
줄 수 있는 환경전문가가 필요하다. 환경 전문가는 상담 받기를 원하는 집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1~2시간 정도 꼼꼼히 체크한 후‘친환경지수’를 계산해서 주인
에게알려주고환경친화적해법을제시해야한다. 환경 친화적 해법에는‘자체적으로해결할
수 있는 것’과‘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환경
친화적해법’에는‘친환경제품’으로교체하는것뿐만아니라, 물을 아껴쓸수있는방법, 전
기와 전화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담긴‘실천해법’들도 함께 소개되어져야 한다. 둘
째는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되도록 국내의 모든 제품 중에서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가장 친환경적인 제품을 찾아 추천하고 자체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도록 한다. 셋째는 인테리
어 공사 대행으로 환경 친화적인 공법과 친환경 소재만을 사용해서 공사를 하는 업체와 제휴
를맺고고객에게추천하여공사를진행하도록해야한다.

해외 사례의경우환경상담사를통한컨설팅비용이 99달러임을감안해서우리의컨설팅서
비스의 가격도 약 10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친환경 제품
들의판매가격은제품공급업체들의가격에따라결정될수있으나, 친환경제품이라해서기
존 제품에 비해 너무 고가나 저가로 판매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객들이 인지하고 있는 가격
대(Perceived Value)를 생각해서 비교대상의 일반제품의 가격보다 약 20% 정도 높은 가격
대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환경 친화적 인테리어 공사 서비스의 가격 또한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와 비교해서 약 20% 정도 높은 가격대로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생각된다.

컨설팅서비스는환경상담사가고객집과사무실을직접방문하여현장에서‘에코지수’를계
산해 내고 환경 친화적인 각종 해법들을 개발해 알려주어야 한다. 현장에서 해법을 찾을 수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제품 전략 (Product Strategy)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가격 전략 (Price Strategy)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유통 전략 (Pla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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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잘 구
축해야한다. 홈페이지를 통해간단한상담이실시간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하며환경
상담사의 방문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휴된 친환경 인테리어 서비스에 대해서도
자세한소개가이루어져야있어야한다. 친환경전문쇼핑몰은질적으로도우수하고경제적인
친환경 제품들만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구축되어져야 한다. 홈페이지와 쇼핑몰은 모두 포털사
이트에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종 광고를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친환경 공간 만들기’와 같은 블로그나 카페 등을 개설하여 기존의 집이나 사무실
보다 친환경으로 바뀐 집이나 사무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큰 이점이 있는지
자주소개할수있어야한다.

본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를받아본사람들의입소문이가장중요할것으로생각된다. 환경 상담사를통해컨설팅서비
스가 이루어진 집과 사무실에는‘EcoGreen마크’와‘에코그린 실천사항’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주어다른사람들이볼때이집과사무실은친환경을실천하고있는곳임을드러내주는
전략이필요하다. 또한 친환경 컨설팅서비스를받은기존회원들이서비스전과후의차이점
을 담은 체험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 친환경 제품을 선물하는 등의 이벤트도 시행하
는것이좋다. 

없는 것들은 1~2일 동안 다시 연구하여 정리된 해법들을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 제품들은 친환경 전문 쇼핑몰을 개발해 컨설팅을 받은 고객은 상담사의
추천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일반 고객들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비교 분석하여 구매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친환경 인테리어 서비스는 환경 상담사가 제휴된 업체에 공사에 대한 콘셉
트와 내용, 해법 등을 문서로 자세히 전달하고, 인테리어 업체는 제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공사에대한견적서를작성해서고객에게전달하도록해야한다. 이때 고객이 승인한후
에만공사가이루어지게해야하며, 공사 후 환경 상담사는환경친화적해법의가이드라인대
로공사가이루어졌는지꼼꼼히체크해서고객에게결과를알려주어야한다.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판매촉진 전략 (Promotion Strategy)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온라인 마케팅 (On-line Market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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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이템의 핵심은 환경 전문가를 통한 환경 친화적 해법들을 개발해서 알려주는 컨설팅 서
비스이므로창업이전에많은자료와연구또는자문을통해다양한환경친화적해법들을확
보하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본 아이템은 이러한 해법들을 제대로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가
들이창업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

본 아이템의 부가 서비스로 친환경 제품들을 고객에게 추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것을들수있다. 따라서 국내의다양한친환경제품들을찾아비교하여경제적이면서도친환
경적인제품들을찾아판매하는전문쇼핑몰을구축해야한다.

본 아이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와 친환경 인테리어 공사
를담당할업체를정하는일이무엇보다중요하다. 물론 제휴할 업체들을선정하는기준은가
장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어야 하고, 가장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진행
할수있는업체들이어야한다는점이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1

환경전문가들을통해환경친화적인해법들을확보하고있어야한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2

친환경제품을판매할수있는전문쇼핑몰을개발해야한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3

친환경제품들을공급할수있는업체
그리고친환경인테리어업체와제휴를맺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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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이템의창업을위해서는먼저본서비스를알리고제품을판매하기위한두개의웹사이
트를 개발하는데 초기자본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두 개의 웹사이트 개발에 약 1,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친환경 제품들을 공급할 업체들과의 제휴 그리고 시장
조사 및 환경 친화적 해법 개발 등을 위해 약 1,000만원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예상해야 한
다. 그리고 온라인 광고와 기타 마케팅을 위해 약 500만원 정도를 더 예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나 사무실의 유무, 직원 채용 규모에 따라 창업비용은 많은 차이가
발생될수있음을염두에두어야한다.

사업성분석 04_투자비용

투자비용



잉크를덜소모하는친환경적인폰트

잉크를절약시키는‘에코폰트’
친환경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라면 대개 인쇄
와 복사에 쓰이는 종이를 절약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으나, 잉크 역시도 절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엔 생
각이채미치지못할지도모르겠다.
네덜란드의 스프랭크(Spranq)란 회사는 에코폰트
(Ecofont)라는 꼴을 개발하여종이자체의문제를떠나
잉크를 절약하여 카트리지와 토너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자했다.

마우스클릭만큼쉬운잉크절약- 
에코폰트의작동원리
그들은 가독성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잉크를 소모하
는 방법을 연구하던 중 폰트의 각 줄에 작은 동그라미를
빈칸으로 남기는 폰트를 사용하면 최상의 잉크절약 효과
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연구를 거쳐
최근 개발된 에코폰트 프로페셔널(Ecofont
Professional)은 폰트의종류에상관없이한번의프로그
램설치로컴퓨터에설치되어있는모든폰트에에코폰트
를 활용할 수 있게 하 다. 컴퓨터에 에코폰트 프로페셔
널을설치하면오피스프로그램의상단메뉴바에에코폰
트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는데 원하는 폰트로 작업 후 이
아이콘만 클릭하면 프린팅 과정에서 잉크와 토너를 절약
하는에코폰트의결과를얻을수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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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폰트로고와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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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스프랭크 (SPRANQ) 
소 재 지 네덜란드
사업개시연도 2009
주 소 SPRANQ creative comm-

unications agency, 
bemuurde weerd 31 oz, 
3514 ap utrecht, 
The Netherlands

전 화 +31 (0) 30 - 2 711 911
웹사이트 www.ecofont.eu
이 메 일 http://www.spranq.nl/en/

email/emailformulier.php



에코폰트의전망
에코폰트 프로페셔널의 사용은 잉크와 토너의 지속적인 절약
효과를 가져다 줄 뿐만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사기
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에코폰트 프로페셔널 패키지에는
설치소프트웨어, 기술지원, FAQ 섹션을포함한온라인헬프
데스크, 자동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본사의 방대한 텍
스트 및 이미지 자료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에코폰트 프
로페셔널의 비용에는 사용자 라이센스와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매자의 취향에 맞는 폰트에 에코폰트를 적용하는
것은무료이다. 
현재 네덜란드 국내의 폭발적인 인기로 해외시장 진출은 유
보하고 있지만, 2010년 상반기에는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계
획이다

▲에코폰트의원리

▲에코폰트 씨체

▲에코폰트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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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용자들이 폰트를 복사해서 무료로 쓰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 또한, 상용화된 한 폰트들을 모두 에코폰트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경제적인 상황과 개발 인원까지 모두 확보해

야만하기때문에상용화에어려움이있다.

요즘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여러 매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사람들 또한 예전과 달리 환경에

대한문제를조금씩인식하고있는추세다. 사업 현장에서도친환경을실천할수있는방향으

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으며 정부에서도 친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녹색기업

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본 아이템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친환경을실천할수있는매우획기적인서비스라할수있다. 

에코폰트(EcoFont)는 기본적으로프린터의잉크와토너의소모를줄여주어그수명을연장시

키는 자체이다. 동일한 문서작성 프로그램에서 10포인트의 자크기로 작성된 문서들에 각

각 에코폰트와 일반 폰트를 각각 적용시켰을 때,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으나 자를 확대했을 때 에코폰트를 사용한 자 내부에는 작은 구멍들이 있는 것이 특징

이다. 이러한 구멍들 때문에 인쇄 시 잉크의 사용량을 최소 20% 정도는 줄일 수 있고, 즉 잉

크와토너의수명을 1.25배 정도연장할수있는효과를준다. 

그동안은 친환경적 사무환경을 위해 과도한 인쇄를 자제하거나 재생 종이를 쓰는 것만을 강

조했지만, 에코폰트를적용하면종이의절약뿐만아니라잉크와토너의사용량까지줄이는방

법으로한층더친환경적인사무환경을만들수있다.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아이템의 특장점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리스크 분석

해외 신사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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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창업절차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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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체크 포인트

□ 해외사례들을모두찾아마케팅상황을자세히

분석해보았는가?

시장조사 □ 국내폰트제작사들의마케팅상황을자세히

분석해보았는가?

□ 사람들을상대로에코폰트의사용에관한설문조사를

실시해보았는가?

□ 상용화된한 폰트들을에코폰트로개발하 는가? 

아이템개발
□ 기업용, 정부기관용, 일반용등으로구분하여에코폰트

패키지상품을개발하 는가?

□ 에코폰트를다운받을수있는전용웹사이트를

개발하 는가?

□ 관할구청에통신판매업을신고하 는가?

사업자등록 □ 관할체신청에부가통신사업을신고하 는가?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하 는가?

기타 □ 각종디자인관련행사나친환경행사에프로모션

할수있는여건이준비되어있는가?



근래에 기업에서는 사무실을 친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또는 비용을 절감하여 능률적인 사무실

로바꾸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면지를사용하는모습은이제일반화가되어있

을 뿐만 아니라 전기 아껴 쓰기, 재생종이 쓰기, 종이컵 안 쓰기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

다. 특히 인쇄 시 비용절감을 위해 재생종이 쓰기, 전자보고하기, 문서를 이메일로 발송하기,

전자세금계산서사용하기, 축소인쇄또는모아찍기등의노력을하는것을쉽게볼수있다.

이렇듯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그들은 프린터 잉크와

토너의수명을연장해줄수있는에코폰트의출시를반길것이다.

2009년 10월 폰트개발 전문회사 산돌티움의 발표에따르면 국내 폰트시장은약 300억원 대

의 규모로 성장했다고 한다. 이중에서 싸이월드 미니홈피 폰트시장이 100억원 대로 급성장한

것이 폰트시장의 성장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코폰트는 인쇄와 관련된 오프라인 시

장이므로 약 200억원 대의 오프라인 폰트 시장이 타깃인 셈이다. 오프라인에서는 기업들이

구매를 통해 폰트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들 중 10% 정도만이라도 에코폰트를 이

용하게 된다면 에코폰트의 시장은 최대 20억원 정도의 규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에코폰트의종류와시장점유율, 가격에따라그규모는달라질수있다.

에코폰트 서비스의 핵심은‘인쇄비 절감을 위한 최적의 폰트개발과 자주 쓰이는 한 폰트들

에 대한 적용’일 것이다. 여기서 본 서비스가 다른 일반 폰트회사들의 서비스와의 차이점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폰트 자체가 인쇄 시 잉크와 토너가 적게 들도록 고안

된특수한폰트라는점이고, 두 번째는 일반회사들이많이사용하는폰트를에코폰트로바꿔

주는 서비스라는 점이다. 즉 본 아이템은 단순히 새로운 에코폰트를 개발하는데서 그치지 말

고, 기존의폰트들을에코폰트로바꿔주는것으로방향을잡아야할것이다.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소비자특성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예상 시장 규모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포지셔닝 (Positioning)

해외 신사업 아이디어
142



본 아이템은 에코폰트를 개발하는 것과 기존폰트를 에코폰트로 전환해주는 두 가지의 서비스

사업이다. 에코폰트들은 잉크와 토너의 소모를 혁신적으로 줄여줄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하며,

한 에도잘적용될수있도록개발되어져야한다. 

개발된 폰트들은 모두 에코지수를 측정해서 표시하게 되는데, 각 폰트의 에코지수는 기존 폰

트 대비 잉크와 토너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해서 숫자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20p는 20%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30p는 30%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뜻이 된

다. 특히 기존에 많이 쓰이고 있는 폰트들을 에코폰트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렇게

변환된폰트들은따로묶어패키지로판매하는것이좋다. 초기에는 아마도많은기업들이기

존의 폰트들을 에코폰트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위한 에

코폰트체인지 CD팩을개발하여판매하도록하는것이좋은방법이라생각된다.

에코폰트의 가격책정은 일반적으로 쓰는 3~5개 정도의 한 폰트는 무료로, 에코 전용 폰트

들은한개당 2,000원 정도로책정해서판매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예상된다. 물론 전략적

으로디자인된에코폰트의경우에는조금더비싼가격에판매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또한

기존의 한 폰트들을 에코폰트로 바꾼 것들은 개당 5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하여에코폰트의이용률을높일수있도록해야한다. 특히 기존한 폰트들을에코폰트로변

환한 것들을 패키지를 묶은 에코폰트 체인지 CD팩은 한 팩 당 15~2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개발된 모든 에코폰트들은 기업용, 일반용, 정부기관용

등으로나눠전략적인가격을책정해서판매하는것이필요하다.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제품 전략 (Product Strategy)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가격 전략 (Pri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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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의판매는에코폰트다운로드전용홈페이지를개설하여유통시키는것을기본으로하고,

나아가 오피스용품 판매업체나 서점, 문구판매점, 컴퓨터 판매점 등을 통해 다양하게 유통시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유통 전략 (Place Strategy)



먼저 에코폰트를 소개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를 잘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특히 온라인홈페이지에는에코폰트를통해얻을수있는이점들을자세히소개하고회사

와나라, 지구를살릴수있는그린사업임을알리는용도로도사용될수있어야한다. 물론 에

코폰트 숍을 따로 구축하여 폰트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형 포

털사이트들과 함께 그린 캠페인을 펼쳐 폰트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

는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겸해야 한다. 또한, 에코폰트에 관련된 카

페나 블로그를 개설하여 에코폰트가 그린 캠페인의 일환이며 나와 내 회사와 나라를 친환경

으로만들수있는작은실천임을알리는데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본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 또는 기업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무료로 에코폰트를 배

포하여 프린터의 잉크와 토너의 사용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는지를 직접 체감해보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패키지로 에코폰트를 구입한 회원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

데이트된폰트들을무료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도에코폰트판매를촉진시킬수있는좋

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잡지사 또는 신문사와 제휴를 맺고 에코폰트가 적용된 친환경 잡지나

신문이출판될수있도록하여기업의이미지개선에도움을주는사례들을만들어내는것도

좋은방법이다. 

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폰트판매전문업체와도공급협약을체결하여에코폰트를판

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형 컴퓨터 판매회사와 제휴하여 에코폰트가 기본적으로 내장된

컴퓨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용과 정부기관용의

패키지상품은수량에따라직접납품하는것이바람직하며, 에코폰트체인지 CD팩은직납이

나방문방식의서비스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판매촉진 전략 (Promotion Strategy)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온라인 마케팅 (On-line Market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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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폰트를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본 사업은 진행조차 할 수 없는

아이템이므로 해외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에코폰트를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내는데 모든

역량을쏟아부어야한다.

한 에 에코폰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

이 쓰는 기본서체들을 가장먼저 에코폰트로 변환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에코 전용폰트,

문 에코폰트등을단계별로개발해서패키지상품을만들어낼수있어야한다.

아이템의 홍보를 위해 정부의 녹색 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에 본 아이템을 적극 소개하여 정부

기관에서먼저에코폰트를사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 통해 다른기업들과적극적으로

제휴하여에코폰트의사용을확산시킬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1

에코폰트를개발할수있는전문인력을확보해야만한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2

에코전용폰트와기본서체의에코폰트등을개발할수있어야한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3

정부의협조를얻을수있어야하고
많은기업들과제휴를통해홍보할수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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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위해서는 먼저 에코폰트를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무료에코

폰트 5가지, 유명 한 폰트들을 에코폰트로 전환한 폰트 10가지, 에코전용폰트 5가지 등의 총

20가지 정도를 먼저 개발하여 시작하는 것으로 할 때, 폰트 한 개의 개발비용을 200만원 정

도로예상하면약 4,000만원정도의초기자본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여기에에코폰트전

용 홈페이지 구축에 약 500만원, 기타 마케팅 비용으로 약 500만원을 추가하면 총 5,000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나 사무실의

유무, 직원채용규모에따라창업비용은많은차이가발생될수있음을염두에두어야한다.

사업성분석 04_투자비용

투자비용



베이비시터와엄마들을위한중개사업

베이비시터, 이제부모가직접선택하다
안심하고아이들을맡길수있는베이비시터를찾는일은
모든 부모들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다. 소개소나 인
터넷을 통해 베이비시터를 소개받기도 하지만 만족스럽
지 못할 때가 많고, 좋지 못한 베이비시터를 만나거나 자
주 베이비시터를 바꾸는 일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향을
생각할 때면 좋은 베이비시터를 만나는 일은 정말 큰 축
복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던 두 어머니, 마리사 롱포드(Marisa
Langford)와 캔디스 번스테인(Candice Bernstein)은
우수한 베이비시터들을 선별한 뒤, 부모들이 간단한 모임
을 통해 그들을 미리 만나 적합한 베이비시터를 직접 선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모임이 시터 스와레(Sitter
Soirees)이다. 이 모임을통해부모들은 10~15명 정도의
선별된베이비시터들을만날수있으며직접인터뷰와대
화를통해베이비시터들의성격이나행동을살필수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마음에 드는 베이비시터를 만난다면
시간이나 비용 협상은 부모와 베이비시터 간에 자율적으
로이루어진다. 

베이비시터가되려면
시터 스와레에 등록된 베이비시터들은 시터 스와레의 직
원과함께 4단계의 조사(평판조회 및인터뷰를포함한승
인 절차)과정을 밟아야 한다. 대상은 우선 대학생이어야
하며최소 1년간의베이비시터경험이필수요건이며등록
조건은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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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터스와레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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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블루프린트이벤트그룹

(Blueprint Event Group, Inc)

소 재 지 미국플로리다템파

주 소 P.O. Box 342213, Tampa, 
FL 33694-2213

웹사이트 www.sittersoirees.com

이 메 일 contact@sittersoirees.com

제품및서비스가격
단체미팅참가비 30달러
개인미팅주선비 75달러
안내책자 50달러



베이비시터를만나는몇가지방법
시터 스와레를 통해 마음에 드는 베이비시터를 만날 수 있는 방
법에는 세 가지가 있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
를선택할수있다.

1) 시터 스와레이벤트 - 한가족당등록비 30달러
시터 스와레 이벤트에 참가하는 것은 완벽한 베이비시터를 찾는
최선의 방법이다. 대개 지역의 부티크에서 열리는 이벤트에 참가
하면 시터 스와레 스태프들에 의해 선별된, 아이들을 사랑하며
좋은 성격을 가진, 준비되어있는 베이비시터들을 만나 인터뷰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가한 부모들은 세비 시터 가이드(The
Savvy Sitter Guide™)라는 안내책자를 받게 되는데 이 작은 책
자 안에는 그날 이벤트에 참석한 베이비시터들의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와 도시 주변의 병원, 약국 등의 전화번호가 수록되어 있
다. 또한 이벤트에 참가한 가족과 베이비시터들은 부티크에서 물
건을구매할때사용할수있는할인쿠폰도받게된다. 

2) 세비 시터가이드(The Savvy Sitter Guide™)만 구매 - 50달러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는 가족들은 가이드북만을 구매하여 그곳
에등록된베이비시터들과직접연락하여만날수있다.

3) 맞춤형이벤트 - 75달러
시터 스와레 이벤트와 스케줄이 맞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베이비
시터를만나고싶은가족들을위해서제공해주는서비스로맞춤
형이벤트를통해 5명의베이비시터를한번에만날수있다.

▲시터스와레이벤트

▲마리사롱포드(Marisa Lang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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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베이비시터 업체들과 어떻게 하면 차별화되고 우수한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많은 엄마들은 과연 대학생들이 도우미

로서제역할을할수가있을지에대해의구심을가질것이고따라서믿음직스럽지못한대학

생 베이비시터들보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기존 업체의 베이비시터를 쓰는 쪽으로 생각이 기

울 수 있다. 또한 방학 중에는 대학생들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지만 학기 중에는 공부와 병

행해서 일을 해야 하므로 베이비시터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줄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하는문제도발생될수있다.

베이비시터 사업은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일반화된 것으로 가족 구성원이 줄고 여성의 사회진

출이 활발해 지면서 부모 양쪽 모두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틈새를 노려

베이비시터사업은빠르게정착화될수있었고, 현재 수많은 업체들이치열한경쟁을펼치고

있으나특별히차별화된서비스전략은없는실정이다. 

본 아이템은베이비시터들과엄마들을중개하는것에초점을둔사업이다. 기존의베이비시터

업체들이 계약된 베이비시터들을 확보하고 그들 업체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진행하 다면, 본

서비스는 철저히 대학생들 위주의 베이비시터들을 회원으로 확보하여 그들과 엄마들을 잘 연

결시켜주는서비스가주목적이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베이비시터들 보다 연령대가 어리기 때문에 집안의 소소한 일들을 부담

없이 시킬 수 있어 좋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의 고객들은 비

용 때문에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만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시행되

면비용부담이줄어들어이용시간과빈도가높아질것으로보인다.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업종의 특장점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리스크 분석

해외 신사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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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창업절차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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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체크 포인트

□ 해외사례들을모두찾아마케팅상황을자세히

분석해보았는가?

시장조사 □ 국내베이비시터업체들의현황과서비스실태들을

자세히살펴보았는가?

□ 인력파견업체들의사업운 노하우에대해조사해

보았는가?

□ 아기엄마들에대해서다양한의견들을수렴해보았는가?  

□ 대학생베이비시터들을회원으로다수확보하 는가? 

아이템개발
□ 대학생베이비시터회원들을잘관리할수있는

온라인시스템이구축되어있는가?

□ 서비스의종류별로대학생회원들을그룹으로

분류해서관리하고있는가?

□ 관할구청에통신판매업을신고하 는가?

사업자등록 □ 관할체신청에부가통신사업을신고하 는가?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하 는가?

기타 □ 전문적인대학생베이비시터양성을위한

교육시스템이준비되어있는가?



베이비시터로서 역할은 가사 일을 잘 도와주어 엄마가 아기 돌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물론 아기의 성장에따라베이비시터로서더중요하게다뤄져야하는일들이각
각 다르다. 그래서 많은 베이비시터 업체들도 요리, 가사, 교육 등 베이비시터의 역할을 다양
하게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엄마들 또한 자신에게 꼭 필요한 베이비시터만을 골라서 쓰
고 싶으므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베이비시터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
을수밖에없다. 특히 요즘 엄마들은베이비시터를원할때에목적에맞게이용하려는경향이
많으므로그들의입맛에맞는베이비시터들을다수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이 아이템은 타깃이 되는 고객이 명확하기 때문에 시장 규모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물론세워질회사의마케팅능력과기타주위환경의변화에따라얼마든지그규모가달라질
수있겠지만일반적인시장규모측정방법을이용하여시장규모를가늠해볼수있다.    2008
년도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국내 임산부 수의 현황을 보면 매년 약 5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베이비시터를쓰는비율이전체의 12% 정도로보고되고있으므로, 1인당 평균비
용을 100만원으로 계산할 때 약 600억원 정도의 시장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베이비시터
시장에서 대학생들은 산모 도우미 역할보다는 육아도우미의 역할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육아
도우미의 비중을 절반 정도로 보았을 때 타깃으로 삼을 국내의 베이비시터 시장의 규모는 약
300억원정도로추산해볼수있다.

본 아이템은‘아기 엄마와 대학생 베이비시터를 중개해주는 중개사업’으로 요약해 볼 수 있
다. 이 서비스가 기존의 베이비시터 업체들의 서비스와의 차이점은 산후 도우미의 성격 보다
는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고 재미있는 놀이로 아기를 돌보는 육아 도우미의 역할이 강조하여
서비스 한다는 것과 비용 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준다는
것이다. 특히 베이비시터의 선택과 보수에 대한 기준도 모두 엄마들이 최종 결정한다는 점에
서다른업체들과다르다고할수있다.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소비자특성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예상 시장 규모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포지셔닝 (Pos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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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이템의 서비스는 대학생들을 베이비시터로 중개하는 사업이므로 베이비시터로 경험이
있고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대학생들을 회원으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회원으로 모
집할 베이비시터가 대학생이므로 이들은 산모들을 돌보거나 산후 조리를 보조하는 성격의 서
비스보다는생후 6~36개월까지의아이들을돌보는육아도우미활동을전문적으로할수있
도록하는것이현명한방법이다. 따라서베이비시터대학생들을유아교육과관련된전공자들
을 위주로 선발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1년 이상의 베이비시터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다면 회사 측에서 육아도우미 교육센터를 두
어 1달간집중적으로교육을실시하고수료한학생은수료증을받고본격적으로활동할수있
도록하는것도좋은방법이될수있다. 

본 아이템은대학생베이비시터라는이점을십분활용할필요가있다. 즉 일반베이비시터보
다는약 10~20% 정도 저렴한비용으로엄마들이베이비시터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
필요하다. 회사 측에서도 적정한 가격 선을 대학생 베이비시터와 부모님들 모두에게 제시하
여 그 가격대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대학생들은 자신이 정한 가격을 자신의 프로필에
기재하여 대상 부모에게제공해야 하고 엄마는 적절한 가격선의대학생 베이비시터를선정하
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결정되게 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서비스 대상 금액의 5%정도를 양
쪽에서 선 결제 방식으로 받고, 서비스 이용금액은 서비스 최종 완료시에 엄마가 베이비시터
에게직접지불하도록한다. 

본 서비스는고객이베이비시터요청서를작성하여사이트에등록하는것으로시작되게한다.
요청서에는 이용시간과 기간, 필요한 베이비시터의 역할 그리고 지불 가능한 비용을 적도록
하고 담당자는 고객의 요청에 맞는 대학생 베이비시터를 검색하여 약 5명 정도의 후보자의
프로필을 고객에게 이메일로 보낸다. 프로필에는 나이, 경력, 전공, 원하는 보수 수준 등이 기
록되게 한다. 프로필을 검토한 엄마는 원하는 베이비시터를 결정하고 이를 회사 측에 요청하
면계약이이루어지게된다. 계약은 당사자들끼리하되계약방식은모두온라인을통해회사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제품 전략 (Product Strategy)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가격 전략 (Price Strategy)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유통 전략 (Pla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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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이템은먼저온라인홈페이지구축에약 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예상되고, 대학

생 베이비시터 확보를 위해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약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

상된다. 적은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아이템의 가장 큰 장점이나 베이비

시터 교육센터를 따로 만들거나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훨

씬더많은자금이소요된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

온라인으로 베이비시터를 요청하고 계약이 성사되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구축에 신경 써야 한

다. 또한 대학생 전문 베이비시터들의 프로필 일부를 공개하여 이들이 실시하는 전문 서비스

의 역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들

을제시하여엄마들이대학생베이비시터들을선택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 포털사이트에

검색이 되도록 등록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본 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만을 집중적으로

광고하는지혜가필요하다.

본 서비스가 엄마들에게 인기를 얻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주 이용하는 엄마들에게 각종

혜택을주는제도를시행해야한다. 서비스의재이용시에는이용금액에할인율을적용하거나

아기용품 등의 경품을 주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온라인을 통해 이용후기를

적고상품을주는등의이벤트를실시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가 중개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양측이 중개 수수료를 결제
하게 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계약된 기간 동안 베이비시터가 서비스를 실행하면 된다. 서비스
완료 후에는 고객이 베이비시터에게 비용을 직접 계산하게 되고 회사는 비용이 제대로 지불
되었는지최종확인한다.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판매촉진 전략 (Promotion Strategy)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온라인 마케팅 (On-line Marketing Strategy)

사업성분석 04_투자비용

투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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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도우미서비스의경우에대학생베이비시터의서비스질이더높을수있다는점을강조

하여경험이많고훈련이잘된베이비시터를많이확보해야만한다. 회원의 숫자가부족하다

면 따로 교육센터를 세워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대학생 전문 베이비시터들을 양성할 수 있

어야한다.

대학생들은학기 중에는공부와병행해서일을해야하므로결원이발생할가능성이많다. 따

라서 학기 중에도 베이비시터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회원들을 따로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간별로 적절하게 회원을 배분하여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서비스 이용이 종료된 후에는 엄마들의 평가를 수집하여 베이비시터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베이비시터들의등급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물론 등급이우수한회원들은자

주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등 등급에 따라 다르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1

베이비시터전문대학생들을회원으로다수확보해야한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2

학기중에도인원보급에
차질이없도록회원관리에많은노력을기울여야한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3

엄마들의이용후평가를바탕으로
베이비시터들의등급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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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사람들을위한음악코칭서비스

웰빙시장을공략하다
‘웰빙’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건강을 유지하
기 위해 꾸준한 운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
리고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대개 사람들은
‘달리기’를 들곤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오디오 퓨얼
(The Audio Fuel)’은 많은 사람들이 보다 즐겁게 달리
기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와 관련된 하나의 서비스를
출시했다. 음악을 들으며 달리기를 한다면 달리는 도중의
지루함을이겨내는데도움이되어보다즐겁게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회사는 달리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음악만을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
안해 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 개인의 취향에 맞는 다양
한음악트랙을제공한다.

달리기, 관련정보까지다양하게제공
오디오퓨얼의 직원들은 각 분야(운동, 의학, 음악)의 전문
가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달리기의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
킬수있는음악프로그램개발에최선을다하고있다. 
오디오퓨얼에서 제공하는 트랙은 20분용, 30분용, 40분
용 믹싱 음악으로 다양한 강도의 운동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다. 달리는
사람의발이보통심장박동에맞추어도로면에닿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오디오퓨얼 믹스는 각 트랙마다 1분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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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박동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함께 제시한다. 그러면서 음성
코칭은 심장 박동을 큰 소리로 따라 세고, 동기를 부여하는 말과
달리는 방식에 대한 조언을 해 주며,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에 관
한 안내도 제공해 준다. 더불어 달리기 및 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정보도출력할수있도록해준다.

소비자의취향을고려하여다양한형태의서비스제공
이러한 프로그램은 건강이나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 운동을 시작
하는소비자가그들의목표에효과적으로도달하는데도움을줄
수 있도록 고안된 음악 세션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순전
히 음악만 제공되는 MP3파일과, 음악에 남성 또는 여성의 목소
리를 삽입하여 각 단계별로 더욱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MP3 파일 가운데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
한 운동의 강도나 길이에 따라 그에 맞게 음악을 조절하여 들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미리 편집된 음악트랙을
구입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곡을 직접 선택하여 자신만의
트랙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오디오퓨얼 믹싱 음악의 가격은
5~10파운드정도이다.
바쁜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겐, 따로 시간을 내어 꾸준히 운
동을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이는 곧
자신과의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다 효율적
으로, 그리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를 개발하여 판
매한다면하나의틈새시장을공략할수도있을것이다.

▲음악선택및가격표

▲오디오퓨얼홈페이지

▲오디오퓨얼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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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달리기운동시일반음악을듣는것보다믹스음악서비스를이용하는것이훨씬

더좋은효과를낼수있다는점을입증할수있어야한다. 또한 템포에맞는음악, 달리기 시

간에 따른 음악 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곡 기술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다. 특히 일본에서

는 이미 워킹용 디지털 MP3 플레이어가 개발되어 시판 중인만큼 그 기기보다 더 나은 음원

과프로그램을갖추어야만하는부담이있다. 또한 음원을 쉽게다운받을수 있는홈페이지를

개발하는것과일반인들이음원을쉽게복사할수없도록하는기술등이구현될수있어야만

한다.

달리기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즐기는 운동이다. 강변이나 공원 등지에서 매일 달

리기를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집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는 사람

들도 많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으며 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음악과 함께 달리기 운동을 즐긴다. 이제 음악은 운동을 즐기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달리기뿐만 아니라 스포츠댄스, 헬스, 요가, 에

어로빅 등의 많은 운동들은 이미 운동에 음악을 적용해 운동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업그

레이드하고있다.  

본 아이템은 달리는 사람들이 최적의 운동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믹싱 음원 서비스

다. 다소 생소한서비스일수 있으나이미 국과일본등지에서는상용화되어많은사람들이

즐기고있다. 각 음원들은 달리기의템포에따라새롭게개발된것으로달리기속도를일정하

게 유지하도록 돕는다. 또한, 달리기 시간에 따라서도 다양한 음원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 음

원들은 사람의 음성을 통해 심장박동수를 체크하고 페이스를 조절하며 시작과 마무리 운동

시 주의사항들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또한 이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달리기의 목표치를 설

정하도록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위해단계별로들어야할음원들을알려주어달리기운

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따라서 이 음원 서비스는 달리기 운동을 막 시작하

는 사람들이나 다이어트와 같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인서비스가될것이다.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업종의 특장점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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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창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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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체크 포인트

□ 해외사례들을찾아마케팅상황을자세히

분석해보았는가?

□ 제작과협조가가능한국내음원제작사들을자세히

시장조사 조사해보았는가?

□ 전용MP3 기기개발을위한국내제작업체들을

조사해보았는가?

□ 음악을들으며달리기하는많은사람들의의견을

수렴해보았는가?

□ 템포별, 시간별코칭이될수있는다양한음원을

개발하 는가?

아이템개발 □ 달리기목표프로그램별로음원서비스가구성되어져

있는가?

□ 음원을다운받을수있는전용홈페이지를구축하 는가?

□ 관할구청에통신판매업을신고하 는가?

사업자등록 □ 관할체신청에부가통신사업을신고하 는가?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하 는가?

기타 □ 워킹전용MP3 기기를개발할수있는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꾸준히 운

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의지력과 끈기가 부족해서 꾸준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

다고 생각된다. 무엇을 하든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한

다. 달리기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달리기 운동을 즐겨 하지만 매일 그리고 매달 꾸준히 운

동목표치를달성하는사람들은많지않다. 이는 역시 자신과의싸움에서중도에포기했기때

문에 일어난 결과일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달리기 운동을 할 때 매일 또는 매달의 목표치를

세우고 운동한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날수록 자신이 세운 목표치는 잊은 채

시간이 될 때만 혹은 하고 싶을 때만 운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달리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코칭이 필요하다. 달리기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목표를 설정해 주며,

매 순간 순간 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하다. 특히 따분

하지 않고 재미있게 달리기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달리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

들에게큰호응을얻을수있을것이다. 

디지털 음악발전 산업협의체의 2007년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디지털음원시장은 약

3,700억원의 규모로음반시장(약 650억원)의 5배가 넘는시장규모로보고있다. 또한 매년 7

개 마라톤대회를개최하는한국사회체육육상중앙연합회(S.A.K.A)에 따르면국내달리기인

구는 300만~4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있다. 한국의 전체 인구가 약 4천700만 명이므로 달

리기 인구가 전체인구의 9% 정도인 셈이다. 한창 달리기 붐이 일어 달리기기 인구가 단기간

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후 지금은 약간 감소하며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상태이므로 달리기

를즐기는사람들만을위한음원서비스시장도성장가능성이충분할것으로예측된다.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소비자특성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예상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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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이템의 서비스는 다음의 3가지 기준에 따라 음원이 제작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달리기

템포에 따라 그 리듬감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어 운동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 음원이다. 물

론 사용자는 원하는 템포를 선정해서 달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달리기 시간에

따른 음원이다. 이 음원에는 시작과 중간, 마지막에 동기부여를 하는 멘트와 달리기의 유의

사항, 몸을 푸는 요령 등을 담아 시간대별로 코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마지

막 세 번째는 달리기 이용자의 목표치를 설정해 주어 단계별로 맞춤식 코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음원이다. 여기서 단계는 하루에 달리는 목표치에서부터 설정한 기간 동안의 단계에 이

르기까지 기간별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하는 다양한 단계를 말한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달리

기 전용 MP3 기기를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각음원들은각기다른버전으로업데이트되어고객들에게제공될수있어야한다. 

모든 음원의가격은시간의길이에따라각기다르게책정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목표치

설정에 따른 단계별 음원들을 패키지로 구성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

라서 음원의 가격은 시간에 따라 30분 3,000원, 45분 4,000원, 60분 5,000원, 2시간

9.000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목표치 설정에 따른 패키지 상품의

경우에는 2만원부터 5만원까지다양한세트상품을구성하여판매하도록하는것이좋다.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제품 전략 (Product Strategy)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가격 전략 (Pri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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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이템의 핵심은‘달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목표로 세운 운동량을 달성하도록 돕는 음악

코칭 서비스’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서비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템포

와시간에따른다양한디지털믹스음악의공급과목표에따라단계별로프로그램화되어있

는 음원을 코칭해 주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목표치를세워꾸준히달리기를즐기는사람들에게최적화된음원서비스라할수있다.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포지셔닝 (Positioning)



기본적으로 음원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잘 구축되어져야 한다. 또한 인터넷 달리

기 동호회나 마라톤 동호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간접적으로 본 음원들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동호회 카페나 블로그에 테스트 버전용 음원들을 무료로 다운받

을수있도록하여달리기를즐기는사람들의관심을적극적으로불러일으켜내야한다. 

본 코칭 음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

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헬스클럽이나 달리기 동호회, 피트니스

센터들과 제휴를 맺고 이들 회원들에게 무료로 테스트 버전용 음원을 메일로 발송해 주는 프

로모션을 진행해야 한다. 추후 제휴된 업체들의 회원에게는 할인 된 가격으로 음원이 제공될

수있도록하는것이좋다. 또한 달리기전용 MP3 기기를저렴한가격에보급하도록하고필

요시 업데이트를 하거나 음원들의 추가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음원들에 대한 판매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내 마라톤대회나 각종 달리기 대회에

음원과 기기를 프로모션하여 달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알리

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판매촉진 전략 (Promotion Strategy)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온라인 마케팅 (On-line Market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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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의 음원들은 일반 음악 사이트보다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더 적

합하다고판단된다. 소비자는웹사이트에회원으로가입하고자신의러닝패턴과스타일그리

고목표치를달성시켜줄합당한세트상품들을선택해서바로다운받되, 음원 복사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운로드는 본 서비스만을 위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물론 MP3 기기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또한 모든 음원코칭 서비스가 내장되어 있

는 달리기 전용 MP3기기를 개발하여 기기를 판매하여 고객들에게 음원을 제공하는 방법도

시도해볼수있다. 이를위해서는MP3 제작업체와전략적인제휴를잘맺어야한다.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유통 전략 (Place Strategy)



본아이템의가장핵심적인서비스는바로고객이달리기를오래즐길수있도록도움을주고

목표치를달성할수있도록돕는매우효과적인음원을개발해내는것이다. 따라서 디지털음

원제작자와전략적인제휴를맺고건강한러닝을유지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효과적인음

원들을다양하게개발해내야한다.

음원들에 대한 유통은 대부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음원의 다운로드 시 다른 MP3 기기로의 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어플리케이션도

함께개발해야한다.  

사업의 수익성을 더 높이는 차원에서 러닝 전용 MP3 기기를 개발하여 저렴하게 공급할 수도

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MP3 제조회사와사전에전략적인제휴관계를잘맺어야한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1

전문가의작업을통해러닝에큰효과가있는음원들을개발해내야한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2

음원다운로드전용홈페이지와어플리케이션을개발해야한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3

필요시전용MP3 기기를개발하여저렴하게판매할수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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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이템은 전문가들을 통해 음원들을 개발해 내는데 대부분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 초기에 약 10개의 음원을개발해서서비스하는것으로가정할경우 1개당 200만원으로

계산하면 약 2,000만원의 개발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코칭음원 다운로드 전

용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약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책정해야 한

다. 기타 홍보 업체들과의 제휴와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해서 1,000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더확보해서운 하는것이바람직하다.

사업성분석 04_투자비용

투자비용



이벤트플래닝의틈새시장을공략한결혼식리허설식사

이벤트, 관심과열정
치열한 경쟁이 일고 있는 이벤트 플래닝 시장. 최근 이
분야의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성공한‘웰 리허스드(Well
Rehearsed)’의 설립자 ‘케이시 굿맨(Kathy
Goodman)’은 어려서부터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이
벤트를준비하는일을즐겼다. 어린 시절, 그녀가가장많
이 즐겼던 이벤트는 생일파티 다. 해마다 벌 던 생일피
티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할 만큼, 그녀에게 생일은 특별
함그자체 다. 
2004년 결혼식을 치룬 뒤, 이벤트에 대한 자신의 각별한
열정을발견한그녀는이후이벤트플래너의길로들어섰
다. 다양한 종류의 이벤트 가운데 그녀는 특별히, 대부분
의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결혼전야 웨딩
리허설’을 그녀만의 분야로 특화시켰다. 이후 그녀는 많
은사람들로부터인정받는웨딩리허설플래너가되었다.

기억에남을웨딩리허설을위해
대개리허설식사는커플들이그동안자신들의결혼을도
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친분이 두터운 친구들이
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사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식사 준비는 예비 신랑 신
부가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웰 리허스드(Well
Rehearsed)는 예비 커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욕
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
냈다. 이 업체는 오직 리허설 식사에만 초점을 맞춘 이벤
트 플래닝 업체로, 고객들로 하여금 행사를 준비하며 생
기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고, 추억할만한 결혼식 전야
제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 업체는 두 가지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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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웰리허스드(Well Rehearsed)
소 재 지 미국샌프란시스코
전 화 415-314-5333
웹사이트 www.wellrehearsed.com
이 메 일 info@wellrehearsed.com 
제품및서비스가격

패키지서비스 750 달러부터



패키지를제공하는데그첫번째는신랑신부가파티를계획하고
그들이 직접 음식을 제공받을 업체까지 선택하도록 돕는 서비스
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허설 파티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관
장해주는 서비스로, 신랑 신부는 이를 통해 리허설 파티의 전 과
정을 이 업체에게 모두 맡기고 결혼식과 관련된 다른 준비에만
몰두할수있게된다.

웨딩리허설패키지
웰 리허스드(Well Rehearsed)에서 준비하는 결혼전야 서비스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꽃 장식이 전부가 아니다. 커플별로 그들
에게 꼭 맞는 맞춤형 웨딩리허설은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
다. 테이블 세팅과음식, 음악 심지어초대장하나도예비신혼부
부의 취미나 관심사, 특별한 추억거리를 고스란히 반 하고 있어
진정한 맞춤형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웰 리허스드(Well
Rehearsed)의 웨딩리허설 패키지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준비상담미팅2회-1시간씩2회(방문, 전화, 이메일모두가능)

·웨딩리허설준비진행과정중의무제한상담

·결혼식당일의콘셉트를이해하기위한신부와웨딩플래너와의대화

- 웨딩리허설이결혼식의완성도를높여주는행사가되기위한중요한과정

·예비신혼부부의취향을반 한완성된웨딩리허설계획안제공: 

계획안에포함된내용

·초대장 ·테이블장식 ·플레이스카드 ·기념선물 ·신랑케이크

·경비예산 ·웨딩리허설순서지 ·모든협력업체에대한정보

·협력업체와의계약서 ·메뉴확인과추천 ·초대장작성, 인쇄, 발송도움

·협력업체관리 ·진행과정에따른창의적디자인

·결혼식및웨딩리허설에티켓지도

·파티장소에필요한물품배달여부확인

·협력업체들의물품배달여부확인

▲설립자케이시와남편덴

▲테이블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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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에대한경제적인부담이있는사람들에게본서비스는그리어울리지않다고할수

있다. 참석하는 친구들에게도결혼식전야파티와결혼식에모두가야하는부담이생길수있

다. 그래서 결혼 당사자나전야파티에참석하는친구들이나모두현실적으로부담을느낄수

밖에 없다. 특히 전야 파티에 대한 비용은 신랑신부 당사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비용에

대한부담을가질수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결혼문화측면에서결혼전야파티는아직정착

되어있지않기때문에사람들대부분이그필요성을거의못느끼고있다.

우리나라의결혼식풍습은거의대부분서구적인것을모델로하여치러지고있다. 남아 있는

우리나라 전통 풍습은 폐백 정도라 할 수 있는데, 이 폐백의 풍습도 요즘은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갈수록 간소화되는우리나라결혼식의모습이좋게만은보이지않는것은왜일까? 물

론 허례허식을 삼가하고 검소하게 결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아무런 특색 없이 형

식화되어가는것에 쓸함이느껴질뿐이다. 

그러나 일생에 단 한번뿐인 결혼식을 위해 이색적인 이벤트를 준비해서 실행하는 이들도 많

이 있다. 그 중에서도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결혼식 전야제 파티다. 결혼식 당일에는 친지

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엄중한 예식을 올리기 때문에 사람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결

혼식 당일에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결혼식 전야 파티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 먹고 마시며 즐기는 문화가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조

금씩생겨나고있다. 

서양에서는 결혼식 전날 저녁에 식사와 함께 술을 즐기거나 댄스파티를 즐기기도 하는 전야

파티의 문화가 있으며 각 나라의 풍습에 따라 갖가지 의식을 행하기도 한다. 본 아이템은 우

리나라에서도 서양과 같이 결혼식 전야파티를 열 수 있도록 이벤트 프로그램과 음식을 제공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결혼 전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

록 돕는다는 것이다. 결혼 당사자들에게는 결혼 전 기념이 될 만한 마지막 추억을 남기기에

좋고, 친구들은 당사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있어서좋다.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업종의 특장점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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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창업절차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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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체크 포인트

□ 해외사례들을모두찾아마케팅상황을자세히

분석해보았는가?

□ 우리나라에서시행하고있는결혼식전야파티의

시장조사 모습들을자세히조사해보았는가? 

□ 결혼식전야파티를시행하고있거나가능한

국내이벤트업체들을자세히조사해보았는가?

□ 결혼식전야파티에대해서젊은사람들을상대로

설문조사를실시해보았는가?

□ 결혼식전야제프로그램을다양하게개발해

놓았는가?

아이템개발 □ 결혼식전야제프로그램을시행할수있는레스토랑,  

카페 등의외식업체들과전략적인제휴를맺었는가?

□ 출장뷔페서비스를잘할수있는업체들을확보하 는가?

□ 관할구청에이벤트대행업을신고하 는가?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하 는가?

기타 □ 부가서비스로사진과동 상제작서비스도

옵션상품으로개발되어져있는가?



요즘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젊은 남녀들이 결혼 시기
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들에게 결혼식 전야
파티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본 이벤트 사업은 경
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 타깃이 되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결혼 전 기념이 될 만
한일들을계획하고싶어한다. 특히 결혼 전야제만큼은친한친구들에게결혼상대자를소개
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쉬워
하는 부분이 바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점일 것이다. 따라서 친구들도 이런 자
리를 통해서 더욱 결혼을 축하해 줄 수 있어 이러한 이벤트에 긍정적일 수 있으며, 결혼식과
결혼 전야 파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참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부담을 갖지 않
고참석하도록한다면충분히좋은시간을가질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2007년 한국결혼문화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한해 혼인 건수는 약 17만 5천 건이며 부부 한
쌍당약 1억 7천만원 정도의비용을쓰고있어, 우리나라 전체 결혼관련시장의규모는약 30
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에서 혼수, 가전, 예물, 여행, 집 등의 구입에 들어
가는 비용을 제외한 결혼을 위해 드는 비용은 부부 한 쌍당 약 1,800만원 정도로 약 3조 1천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기초로 결혼식 전야 파티의 비용을
건당 평균 200만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약 3,500억원 정도의 시장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해
볼수있다. 참고로이규모는약 3천억원에이르는웨딩드레스시장규모보다도큰엄청난규
모다. 물론현재는결혼전야파티를즐기는사람들이거의없으므로시장의크기를계산할수
가 없지만, 향 후 5년 안에 전체 결혼 부부 중 약 5% 정도만이라도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본아이템의시장은약 175억원대의꽤큰시장이될수있음을예측해볼수있다. 

본 아이템의 핵심은‘특색 있는 결혼 전야 파티 서비스’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뷔페
식당에서 식사모임을 갖는 것과 차이점은 첫 번째 신랑 신부를 친구들에게 제대로 소개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고, 둘째는 패키지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소비자특성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예상 시장 규모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포지셔닝 (Pos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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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아이템의서비스는크게 2가지로나눠볼수있다. 첫 째는결혼전야제성격의이색프로그
램이다. 이색 프로그램 서비스는 전문 사회자의 인도로 신랑 신부가 소개되고 참석한 친구들
모두가 참여해서 즐기는 이색 게임, 노래자랑, 댄스대회 등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
성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소와 시간에 따라 프로그램의 구성도 다양하게 준비하여 신랑 신
부가 마음에 드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케이터링 서비스로
출장 뷔페 형식과 장소를 제공해준 업체의 음식을 서비스하는 방식이 있다. 출장 뷔페는 신랑
신부가 직접 정한 업체에서 서비스할 수도 있고, 회사가 사전에 제휴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질수도있어신랑신부가비교해서선택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여기에사
진촬 서비스와동 상제작서비스도부가서비스로추가하여저렴한비용으로모두즐길수
있도록옵션으로선택될수있게한다면더욱더알찬서비스구성이될수있을것이다. 
◆케이터링서비스 : Catering service 고객이요청한장소에출장하여서비스하는개념

상품에따라외식업체를정하고다양한음식까지도제공하는서비스라는것이다. 즉 본 서비
스는 결혼식 전야제 형식으로 친구들과 함께 기념이 될 만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특별 이벤
트서비스다.

본 아이템의 서비스는 패키지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비용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질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벤트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서비스는 30분 당 10만원
정도로하고데코레이션과무대세팅비용은실내평수에따라, 꾸며지는옵션에따라다양한
가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케이터링 서비스도 음식의 종류와 참여 인원의 수
에 따라 인원 당 3만원에서 10만원 선까지 다양한 메뉴를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사진촬 과
동 상 제작 서비스는 저렴하게 구성하여 전체 프로그램이 내실 있고 유익하게 여겨질 수 있
도록구성해야한다.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제품 전략 (Product Strategy)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가격 전략 (Pri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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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에 대한 실행은 몇 가지 옵션에 따라 여러 장소에서 진행될 수 있다. 먼저 신랑신부
가 직접 정한 장소에서 파티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사전에 그 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유통 전략 (Place Strategy)



본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홍보를 위해 웹사이트는 당연히 구축되어져야 한다. 특히 온라인의
다양한채널을통해서비스가잘전파될수있도록각종파티동 상과사진들을온라인에게
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히 본 서비스는 이벤트 회사에서 사업의 다각화 차원으로 함께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벤트 관련 카페를 직접 운 하여 전 세계 결혼 전야 파티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소개 그리고 국내 결혼식 전야 파티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그리하여 국내에서도 이러한 결혼식 전야 파티 문화가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소개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벤트문화와파티문화들을소개하는차원에서인터넷카페를운 해야한다.

본 아이템이 많은 사람들에게 활성화되고 결혼 당사자들에게 인기 있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
서는본서비스를경험한사람들의입소문이가장중요하다. 이들의 입소문은역시그들의블
로그나카페를통해날수있으므로파티당일촬 한사진과동 상을 CD에담아잘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결혼관련 업체들과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
요하다. 특히 예식장 업체와 결혼 사진촬 업체, 피로연 업체, 출장 뷔페 업체, 웨딩 박람회
진행업체들이 서비스를함께패키지로묶어본서비스를함께잘활용하고홍보할수있도록
협력관계를잘유지해야한다. 또한 결혼 정보회사와도제휴를맺고본서비스에대한홍보와
이벤트진행등다양한제휴로서비스가활성화될수있도록해야한다.

는 여러가지시설들을점검해야하며, 장소관리측과협의해서준비해야할장비와설비들을
꼼꼼히 체크한다. 당일 회사의 인원을 통해 무대 설치 및 장식, 기타 기기들 설치가 이루어지
게하고, 사회자는 미리 모든장비가 잘작동되는지잘 확인해야한다. 파티 진행은 신랑신부
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선택된 프로그램에 따라 사회자가 진행 한다. 반면 회사가 정한
장소에서 파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선택된 프로그램이 모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자는 모든 장비들의 상태를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한다. 케이터링서비스는회사가정한외식업체에서진행될경우에는그업체가준비
하는메뉴로서비스되도록해야하며, 기타장소에서진행되는경우에는회사가정한출장뷔페
업체나신랑신부가직접정한업체들이직접배달을통해서비스될수있도록해야한다.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판매촉진 전략 (Promotion Strategy)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온라인 마케팅 (On-line Market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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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비스는현재경제적인여유가어느정도있는사람들이주로이용할것으로예측되기때
문에이들의수준과문화를사전에철저히분석, 그들의 니즈에가장합당한프로그램을구성
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급한 게임이나 기타 싸구려 서비스는 되도록 진행되지
않아야한다.

결혼식 전야 파티는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공간에서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고객
이 정한 장소에서도 진행될 수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업체에서 추천한 장소에서 진행될 것이
므로 레스토랑이나 카페, 기타 외식업체 등 되도록 많은 업체들과 장소 사용에 대한 협약을
맺어야한다. 

파티 진행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장식과 무대 종류, 진행될 장비의 종류
등도 다양하게 선택되도록 해야 한다. 장소 또한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도록 하고 케이터링
서비스도 다양한 종류의 업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모든 서비스가 고객의 니
즈에최대한맞춰져서잘진행될수있어야한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1

경제적인여유가있는사람들을타깃으로프로그램과홍보가이루어져야한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2

결혼식전야파티가진행될수있는다양한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3

서비스가옵션선택에의해
구성될수있도록다양하고충실한서비스를만들어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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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이템은 자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창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별히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일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홍보와 각종 사진과 상들
이 잘 게시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약 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제작하
도록 한다. 또한 각 업체들과의제휴, 이벤트 파티 프로그램 준비, 기타 마케팅을 위해 5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추가로 준비해서 사업을 운 해 가는 것이 좋다. 물론 여기서 무대장비와
음향 설비, 각종 이벤트 소품들 직접 구입해서 창업을 해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소요
된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 

사업성분석 04_투자비용

투자비용



렌터카보다저렴한자동차공유서비스

주차공간부족
그리고차량유지비상승으로고민한다면
민트(Mint)는 2008년 뉴욕의 한 주차장 운 회사에 의
해서 설립되었다. 그들은 해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차량유지비에보다많은비용이소요되는사실을염두에
두고, 주차 공간과 차량의 임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시
너지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라는사실에착안하여이러
한 아이템을 고안해 냈다. 민트(Mint)의 차량들은 대부분
에너지효율이높고이산화탄소배출이적은친환경차량
들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에너지 절감시키는 동시에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이로써 대기 환경에
유해한 이산화탄소 배출 역시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최신의 트렌드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기존의교통수단을대체할신개념자동차
민트사는자사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현행의다양한교
통수단과 비교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그 매력을 호소하고
있다.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택시보
다도 민트는 더 편리하고 경제적인 교통수단임을 강조한
다. 또한 하루 단위로 대여가 이루어지는 기존의 렌탈 서
비스의 비효율성을 들면서, 단 몇 시간의 사용을 위해 굳
이하루단위로차를빌려야하는시스템은비효율적이라
고주장하고있다. 또한 차량구입비는물론보험료, 관리
비, 주유비, 주차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도, 민트
는 이와 견줄 수 없는 편리함과 경제성을 제공하고 있다
고자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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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민트(MInt)
소 재 지 미국뉴욕
사업개시연도 2008년
주 소 The Mint Organization, LLC, 

133 W 25th St, Suite 3E,  
New York, NY 10001

전 화 212-206-8555
웹사이트 www.drivemint.com
이 메 일 info@drivemint.com
제품및서비스가격
등록비 25 달러
시간당 5 달러(180마일주행가능)
정액요금제선택가능



‘필요할때면언제나(ON-Demand Car)’서비스
민트는 가입자들에게 최소 몇 시간에서 많게는 며칠간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회사는 연비효율
이 높은 차량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벤트를 위
한 재미있는 차량도 구비하고 있다. 가입자들은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유지비, 주차문제 뿐 아니라 휘발유 값까지도 걱정할 필
요가 전혀 없다. 각각의 가입자들은 스마트카드를 발급받아 민트
사 자동차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또 이를 가지고 자동차 이용 예
약을 개시하거나 끝낼 수도 있다. 휘발유 값은 각각의 차량에 구
비된 휘발유 카드를 사용하여 민트 사에서 지불하며, 가입자들은
자동차의 휘발유가 탱크의 1/4 이하로 떨어졌을 때 기름을 채우
기만 하면 된다. 또한, 이지패스(우리나라‘하이패스’와 유사)가
각 차량에부착되어있어통행료또한월말에자동으로예약금액
에 부과된다. 즉, 운전자들은 자신이 필요한 시간에 도시 전역에
위치한 민트사의 주차장으로 가서 미리 발급받은 스마트카드를
이용해 차를 예약하여 사용 후 원래의 위치에 다시 가져다 놓기
만하면되는것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운전자들은 25달러의 가입비를 내야하며, 이로
써 1년간의 무료 멤버십을 받게 된다. 이용금액은 시간당 5달러
(시간대에 따라 차등 적용)이며 180마일까지 달릴 수 있다. 또한
정규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소비자를 위한 할인 정액요금제도 도
입했다.

▲광고

▲스마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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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유서비스가 녹색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각광받는 서비스가 될 것임이

분명하지만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물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가장 큰 장

애물은바로이미성업중인수많은렌터카업체들과의경쟁이다. 또한 차량을 가지고다니면

서항상겪게되는주차문제도해결해야한다. 무엇보다 사업초기에는한정된장소와한정된

지역의 회원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점차적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할 사항

이다. 그리고 회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차량위치추적 장치

(GPS), 스마트키 시스템, 하이패스단말기, 주유전용카드 등의 시스템을 모두 갖추는 것도 초

기 투자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의 해결방안

도미리준비해야한다. 특히, 자동차 대여업의허가를얻기위해최소 50대의 자동차를확보

해야하기때문에이아이템을창업하기위한가장큰걸림돌이될것으로예상된다. 

각 가정마다 여러 대의 차를 유지시킨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 전쟁을 치러야 하고, 최근에 각광 받았었던 카풀은 개인 간 일

정 조정이 어려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으며, 택시를 이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 그렇

다고 렌터카를이용하는것은 높은요금과이용상의불편함으로인한어려움이따른다. 이제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불편함을 줄이고, 필요할 때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즉, 자동차 공유서비스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서비스이

지만 미국, 국, 독일, 일본, 스위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

이이용하고있다. 

미국 최초의 자동차 공유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 소유자

에 비해 월 평균 16만원 정도의 유지비용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자동

차공유서비스는주행거리를 50~70%나 줄게 하고, 교통정체, 대기오염, 주차공간도모두줄

여 도시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공유서

비스는 자동차 3대에 회원 30명 정도면 동네나 회사 어디서든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차를 소

유해서생기는걱정들, 주차, 유지비, 보험료등의모든문제들은‘공유(Share)’를 시작하면서

부터는더이상신경쓰지않아도된다.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업종의 특장점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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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창업절차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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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체크 포인트

□ 국내렌터카업체들의현황과각종상황을자세히

분석하 는가?

□ 최우선적으로시도해볼만한지역, 기관 또는회사에

시장조사 대한조사가이루어졌는가?

□ 해외의사례들을모두찾아마케팅상황을자세히

분석해보았는가? 

□ 자동차공유서비스에대한주위의반응들을모니터링

해보았는가?

□ 창업을위한최소한의자동차수를확보하 는가?

□ 공유자동차가상시주차할수있는주차장을

확보하 는가?

아이템개발
□ 자동차공유시스템(디지털시스템)을 설치할수있는

협력업체가있는가?

□ 회원가입, 예약, 취소, 위치확인등의서비스가자동으로

진행될수있는온라인홈페이지를구축하 는가?

□ 자동차수리, 점검 등을수시로대행할수있는업체를

확보하 는가?

사업자등록
□ 관할구청에자동차대여사업을신고하 는가?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하 는가?

□ 현행의대여업기준에적용받지않도록자동차공유서비스만의

기타 기준법이제정될수있도록정부기관을설득할수있는가?

□ 더좋은서비스구현을위해한국도로공사, 각 지자체, 

공공주차기관, 기업체등과의협력체제를갖추었는가?



자동차소유자들은대부분두가지의문제를안고산다. 매월 힘겹게 자동차유지비용을부담
하며 운행한다는 점과 비용절감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게 될 때 생기는 불편함이 그것
이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또한 시장을 보러 갈 때나 여행을 갈 때, 급히 누군가를
방문할 때 등 필요할 때에는 자동차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물론 많은 사람
들은 매일 매일의 출퇴근이나 신속한 이동을 위해, 그리고 자동차 자체를 소유함으로 생기는
만족감때문에자동차를구매한다. 하지만경제적으로이해득실을철저히따지는사람들의경
우아직도자동차를구매하지않고대중교통을이용하거나렌터카를이용하는경우가많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용에 대해 늘 알뜰하고 경제적인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
차 공유 서비스는 매우 획기적이고 매력적인 아이템이 아닐 수 없다.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대상 고객들 대부분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에만 잠깐씩 그러나 내 차처럼 편리하고 저렴하게,
또 자유롭게이용하기를원한다. 

위클리 자동차신문 2008년 7월 24일자 기사에의하면국내자동차대여업시장은 2000년에
5,000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여 2007년에는 처음으로 1조원대를 돌
파했다.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12년도에는 자동차 대여업 시장이 약 3조원대로
성장할것으로업계는전망하고있다. 이런폭발적인국내자동차대여업의성장세만보더라도
자동차 공유 서비스 또한 엄청나게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자동차 대여업 시장에서 중소형(2000cc 이하) 자동차의 비율이 약 50%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중소형 차량으로 구성될 자동차 공유 서비스 또한 자동차 대여업 시장의 절반 크
기 정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기존의 자동차 대여업 시장에서 중소형 자동차 대여
업부분은상당히많은부분을자동차공유서비스시장에자리를넘겨줄수밖에없을것이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 아이템의 핵심은 바로‘렌터카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자동차 공유 서비스
의 실현’일 것이다. 즉,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내 자동차처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렌터카
보다훨씬저렴한비용으로이용할수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렌터카처럼자동차를대여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소비자특성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예상 시장 규모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포지셔닝 (Pos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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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서비스를위한자동차들은모두 2000cc 이하의중소형자동차로구성하는것이바람직
하다.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대부분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 없이 자동차를 이용하
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이용자 특성에 따라 소형 자동차 만으로 공유 자
동차를 구성할 수도 있고, 중산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라면 중형차 위주로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볼수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이용자가언제어디서나대여절차의번거로움없이
편리하게 공유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키, 자동위치추적 장치(GPS), 온라인과 자
동 연계되는 차량관리 시스템, 내비게이션, 주유전용카드, 하이패스단말기 등의 디지털 시스
템을모두장착해야만자동차공유서비스의궁극적인목적을달성할수있다는점이다. 공유
서비스 회원은지급받은스마트키로자동차문을언제든지열수있어야하며, 자동차 시동을
거는 순간 디지털 시스템이 감지하여 이용시간과 주행거리는 자동으로 측정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지정 주차장에 입고가 끝나면 자동차 공유관리 시스템에 이용내역이 자동으로 기
록될수있도록해야한다. 

할 때마다매번계약하고인수·인계받아야하는불편한절차들을모두제거할수있는디지
털시스템이갖추어져야만한다. 무엇보다 이용자가빠른시간내에자신의근접거리에있는
자동차를검색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는온라인시스템구축이필수적이다.

먼저자동차공유서비스는특성상회원제로운 해야하는것이바람직하다. 때문에회원가입
과유지를위해서는가입비와보증금을각각따로설정해서받는것이좋다. 소형차회원의경
우 가입비는 2만원, 보증금은 20만원 정도가 적당하고, 중형차 회원의 경우 가입비는 3만원,
보증금은 3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보증금은 회원 탈퇴 시 환불조치 되게 하고 가입비는 1년
단위로 내게 하여 회원 자격을 갱신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용요금은 소형차의 경우 10분당
120원, 1일 사용시 7만원, 중형차의경우 10분당 170원, 1일 사용시 10만원으로하되회원들
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1회 최대 이용기간이 3일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1회 이용 시 150km까지는 시간당 이용료 외에는 따로 추가되는 비용이 없지만, 150km
를 초과하면 1km당 1천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 주유비용은 따로 이
용자가직접지불할필요가없이주유가필요할때차량에장착된주유전용카드로제휴된주유
소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로통행료는 차량에 장착된 하이패스가 자동으로
결제하고요금은공유서비스이용료에모두포함시켜월말에일괄결제가되도록한다.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제품 전략 (Product Strategy)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가격 전략 (Pri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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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유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잘 구축
해야 한다. 회원들은 특정 지역의 공유 서비스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회원가
입과 탈퇴, 자동차 예약과 취소, 월말 이용요금 결제 등의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특히, 회원들이 예상 이용시간과 주행거리를 입력하면 즉시 예상되는 이용요
금을계산해주어비용을예측하고사용할수있도록해주어야한다. 또한 공유 서비스업체는
각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하여 가입 회원들 간의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활성화
되도록지원하는것이좋다. 이는 자동차 공유서비스를다른일반사람들에게간접적으로홍
보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용주차장 이용 시 주차비 할인이나 고속
도로 이용 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긴 한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정부가 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를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 감면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을 해 준다면 공유 서비스 시장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
다 작은 구역 또는 건물 단위 위주의 운 에서 점차 지역별, 광역별로 서비스의 범위를 넓혀
간다면자동차공유서비스의이용은더욱더보편화될수있을것이다.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판매촉진 전략 (Promotion Strategy)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온라인 마케팅 (On-line Market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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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은 차량의 출고와 입고가 정확하게 체크될 수 있
는 전용 주차장이어야 하며,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무료로 이용
가능하거나할인받을수있는보조주차장을함께확보하면더욱좋다. 전용 주차장은이용자
들의거주지근접지역에위치하도록하는것이좋으며, 대단위 아파트단지, 대형 오피스텔, 대
형빌딩등의주차관리업체와계약을맺고주차장한쪽을자동차공유서비스전용으로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근접 거리의 회원들이 신속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공유 차량의출고와입고는지정된전용주차장에서만이루어지게하는것이좋으
며, 관리 구역이 넓은 경우 2곳 또는 3곳을 동시에 하나의 관리 시스템으로 운 하여 회원들
의편의성을도모하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유통 전략 (Place Strategy)



본아이템은한구역회원들이가장빠르고간편하게공유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최대한
근접한지역에전용주차장을설치하는것이중요하다. 대형 아파트 단지나대형오피스텔빌
딩이라면해당주차관리업체와계약을맺고단지나빌딩내의주차장한쪽에공유서비스전
용주차장을설치하는것도좋은방법이될수있다.

렌터카 업체에서 자동차대여 시 필요한 복잡한 절차 없이 회원들이 공유 자동차를 본인의 자
동차처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유 자동차가 자동으로 체크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하는디지털시스템이반드시설치되어져야만한다.

빠르고 정확한 저비용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서 이용자가 실제 자동차 이용을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유 서비스 월말 대금결제까지도 온라
인을통해자동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1

대형아파트단지, 오피스텔빌딩등의
내부또는인근지역에전용주차장을확보해야한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2

공유서비스를실시간으로관리할수있는디지털시스템을설치해야한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3

회원들이온라인을통해모든공유서비스를진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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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템의 창업을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대부분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된다. 현재 국내 자동차 대여업의 기준인 자동차 50대를 모두 구입해서 창업하기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므로 기존 렌터카 업체들의 업종전환을 통해 본 아이템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 또한 도심에서주차업을하고 있는업체가렌터카업체들
과 제휴하여 업종전환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자동차 구입비와 주차장 구축비용을 창업비용에서 제외한다면, 본 아이템의 창업을 위해서는
디지털 시스템 설치비용으로 대당 1백만원, 온라인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약 1천만원 정도의
자금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사업성분석 04_투자비용

투자비용



시골집스타일의전통가옥체험과농장캠핑

도시의일상에서벗어나잠시, 
삶의여유를되찾고싶다면
번잡한도시에서벗어나아이들이마음껏뛰어놀수있는
곳, 그리고 농장의 신선한 야채를 맛보며 온 가족이 한데
모여 화목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존재한다
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매력적인 휴가지로 주목받
을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페더다운 팜즈(Feather
Down Farms)’는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캠핑체험프로그램을제공하고자새로운사업아이
템을 개발해 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찌
든 현대인들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삶의 여유를 찾을
수있을것이다. 국 전역과프랑스, 네덜란드에걸쳐있
는 이 농장 네트워크는 고전적인 생활 방식을 체험할 매
력적인기회를제공하여시선을끌고있다.

고전적인생활방식체험
페더다운 팜즈(Feather Down Farms)에 속한 농장들은
현재 운 되고 있는 소규모의 농장들로, 고객이 이들 농
장에서의 휴가 체험을 신청하면 농장은 깃털 침대, 장작
난로 등‘전통적’인테리어를 갖춘 시골집 스타일의 텐트
를 제공한다. 그러나 텐트라고 해서 얕보아서는 안 된다.
이 텐트는넓은공간을갖춘숙박시설로커다란더블침대
와 여분의 차양을 갖춘 침대가 제공되며, 여기선 최대 6
명까지 취침이 가능하다. 이러한 페더다운의 텐트에는 전
기가 공급되지 않는 대신 석유램프와 양초가 제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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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페더다운팜즈(Feather Down Farms)
소 재 지 국
사업개시연도 +44 1420 80804
웹사이트 www.featherdownfarm.co.uk
이 메 일 info@featherdown.co.uk 
제품및서비스가격 195 ~ 795 파운드



멋스러운고전스타일의난로가난방과취사를동시에해결해준
다. 또한 멀지 않은 곳에 온수로 샤워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농장 곳곳을 탐험하며 자연을
마음껏누빌수있으며, 헛간에서의아늑함도느껴볼수있다. 
한편 농장의 가게에서는 현지에서 재배한 농산물과 필수품들이
판매된다. 관광을 위해 새로 조성된 농장이 아니라 농부들에 의
해서실제로운 중인농장이기때문에아이들은농장의이모저
모를 관찰하며 농장 일에 동참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밭에서
감자를 캐고 옥수수를 따거나, 소를 몰고 새끼 양에게 젖을 주는
등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곳에선 농장 특
유의 스타일을 고려한 식사 준비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관련재료및도구도대여받을수있다.

투잡(two job)을바라는농장주들이라면
시설 임대료는 국 화폐를 기준으로 주중 3박은 195~515파운
드이며, 주말을 끼게 되면 265~565파운드(3박) 가량이다. 그리
고 일주일간 임대를 하게 될 경우 금액은 395~795파운드에 이
른다고 한다. 여기에 난로용 장작이나 석탄은 무료로 제공이 된
다. 개인용 닭장의 경우 주중 대여비가 10파운드부터 시작하며,
자전거 대여도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몇몇 농장에서는 천연재료
를 이용한 야외 온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 중에 있다. 이러
한 온천의 반나절 사용료는 97.50파운드다. 국에서 시작된 이
러한페더다운팜즈는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지로확장되었으
며, 향후 다른지역으로도확장시켜나갈계획이라고한다.

▲텐트& 농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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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단 시골마을의 대표자나 농장 주인들을 설득해야만 한다.

그들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 해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이점은 알지만, 시설이나 농작물

의 훼손을 우려하여 이를 허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바쁜 농사일 가운데 체험자들이

오히려방해가될수도있다는점을우려하기도한다. 무엇보다 다양한지역의다양한환경을

준비해야만 이용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많은 서비스 지역을 확보해야만

하는어려움이있다.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도‘패 리가 떴다’나‘1박2일’같이 시골을 직접 체험하는 리얼

버라이어티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시골의 풍토와 정서를 잃어가고 있는 요즘, 이러한 프로

그램들은사람들에게순박한재미와감흥을선사하며인기를얻고있다. 이렇듯 본 아이템또

한오랜도시생활에찌들어있는많은사람들에게시골에서만맛볼수있는다양한체험을제

공하여 색다른 추억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학습하는 기회의 장도 될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주말 농장 프로

그램은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작물들만을 재배하고 수확해야 하는 한계점을 가진 반면, 시

골 체험과 농장 캠핑은 원하는 곳을 원하는 때에 방문할 수 있고, 전통가옥과 전통 생활풍습

체험, 갖가지 농작물재배및수확등의다양한경험을할수있는것이특징이다. 또한 본 아

이템은 세련되게 무언가를 가공해서 만들어야 하는 부담감 없이 시골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빌려 주면 되고, 진행하고 있는 농장의 실제 생활에 합류하여 체험하는 것이므로 창업하기에

편리한점이많다. 또한 이 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의입장에서도시골의다양한모습을체험

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직접 기른 작물들을 현지에서 싸게 구입할 수도 있어 서

비스제공자나이용자모두가좋은효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업종의 특장점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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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창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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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체크 포인트

□ 지역별로전통가옥이잘보존되어있는마을을

조사해보았는가?

□ 지역별로농장체험프로그램을운 할수있는곳을

시장조사 조사해보았는가?

□ 본아이템을적용시킬수있는마을후보들을

선정해보았는가?

□ 전통가옥마을주위의여행지들도함께조사해

보았는가?

□ 계절별, 지역별, 테마별로다양한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있는가?

아이템개발
□ 숙박기간별로다양한체험프로그램을개발하 는가? 

□ 주변관광코스와연계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 는가?

□ 지역특산품을현장에서바로구매가능하도록

협조가이루어져있는가?

□ 문화관광부에여행사를등록하 는가?

인허가사항 □ 여행보증보험에가입하 는가?

□ 사무실임대차계약을하 는가?

□ 관할구청에 업신고(국내여행알선업, 통신판매업)를 하 는가?

사업자등록 □ 상업등기소에법인설립을하 는가?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하 는가?



본 아이템은 도시에서 주로 거주하는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의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체험하는 것이 좋다. 도시 아이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사실 시골을 체험
해볼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가 않을 것이다. 아스팔트길과 콘크리트 집을 떠나 흙을 밟고,
곡식과 채소, 과일들을 직접따보는것은자라나는어린아이들에게새로운사고와경험을안
겨 줄 것이다. 부모들도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대자연 속에서 푸르른 작물들을 심고, 거두
는경험을통해몸과마음이새로워지는것을느끼게될것이다. 
주말이 되면 대도시 주변 도로는 답답한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나들이나 여행을 떠나
는사람들로붐빈다. 따라서 이러한도시부부들에게더 재미있고색다른경험을소개하여주
말과방학을아이들과함께더유익하게보낼수있도록한다면본아이템은시간이지날수록
더많은인기를얻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 

한국 문화관광 연구원에서 발표한‘국민 생활관광 시대의 국내여행업 발전 방향’의 2006년
도 보고서에의하면우리나라국민의국내관광총량은 2005년 3억 9천만명정도로조사되었
으며, 2010년에는 약 6억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민 국내여행 시장규모
는 2005년에 약 14조 5천억원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2010년에는 약 24조원 정도가 될 것으
로추산하고있다. 국내여행시장의이러한성장세는주 5일제의확대와도시근로자들의생활
패턴변화등으로인해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정확한 통계가나와 있지는않지만
본 아이템과 같은 테마형 주말여행 상품이 여행사별로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
아앞으로의시장성은밝을것으로예측된다.

본 아이템의 핵심은‘농장 체험 테마여행’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가옥과 시골
의 옛 풍습이 잘 살아 있는 여행지를 선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아이
템은 도시 인근에서는 즐길 수 없는 것이라야 하며,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시골다운 시골만을
선별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후발주자들이 흉내 낼
수없도록사전에철저한조사와제휴를통해시장의주도권을확보하는노력이필요하다.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소비자특성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예상 시장 규모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포지셔닝 (Pos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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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이템은 크게 전통가옥의 옛날 삶 방식 체험과 논, 밭, 과수원, 축사 등에서 농부들과 함
께 현장의 일을 체험하는, 두 가지의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추가로 현장의 곡식과 작물들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하고,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인근의 여행지도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식사와 숙박에 대한 모든 서비스는 현장에서 주인으로부터 제공받게 하되,
식사준비도전통적인방식으로체험해볼수있도록하는것이좋다. 모든 프로그램은기간별
로충실한내용을담을수있도록해야하며, 계절별, 지역별, 테마별로 모두다른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테마별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전통한우 축사체험, 전통문화 및 전
통음식체험그리고지역축제체험등을꼽을수있다. 전체 서비스 운 자는장소와프로그램
을 지원하는 마을의 주민들과 항상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여 향후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발
전시킬수있도록하여야한다.

가격은 가족수와체험기간에따라각각다르게책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2명의 자녀를둔
4인 가족의경우식사비를포함하여 1박2일은 20만원, 2박3일은 35만원 정도로책정하고, 인
원이추가될경우성인의경우 1박2일은 5만원, 2박3일은 8만원, 어린이의경우엔 1박2일은 3
만원, 2박3일은 5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받도록 한다. 특별한 테마로 구성된 시골체험의 경우
에는 테마별로 각기 다른 요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일반 시골체험 프로그램과 질
적인면에서크게다르지않다면일반프로그램의요금기준을따르도록하는것이좋다. 무엇
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골집 주인 또는 농장 주인들에게 더 많은
수익이돌아가도록수익의배분율을설정해야하며, 전체운 자는프로그램개발과회원관리,
각종마케팅비용을감안하여 25% 정도의수입만을가져가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웹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골라 신청하면, 담당 상담사는 선택된 프
로그램이 실제로 운 될 수 있는지 체크한 뒤, 회원에게 결제를 요청한다. 결제가 완료되면
해당날짜의프로그램을다른사람이중복으로예약할수없도록조치한후, 회원에게 현지에
서 진행될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 자료를 발송한다.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이틀 전까지 현지인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제품 전략 (Product Strategy)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가격 전략 (Price Strategy)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유통 전략 (Pla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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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이템의 창업을 위해서는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며 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현지
인과 제휴를 맺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 비용으로 초기에 약 1,000
만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프로그램 구성이 이루어지면 이

본 서비스의 소개와 예약, 상담, 결제 등을 위해서 웹사이트 구축은 필수다. 그리고 웹사이트
를통해모든프로그램을간접적으로경험할수있도록각프로그램에대해자세한소개가이
뤄져야 한다. 또한, 우수 체험수기를 올릴 경우 할인쿠폰이나 상품을 주어 이용자들의 체험수
기가많이올라올수있도록하고, 이를 홍보에적극활용하도록해야한다. 그리고특별한체
험과 여행을 좋아하는 온라인 클럽이나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인이 체험한 시골여행,
농장 캠핑 등을 사진과 함께 올려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되, 업체에 대
한직접광고나홍보성멘트들을철저히자제해서올려야함을잊어서는안된다.

본 체험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입소문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
다. 따라서 유익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이 중요하며, 체험 이후에도 회원들에게 주기적
으로다른프로그램정보를안내하는노력이필요하다. 기존 회원이 본 프로그램을다른사람
에게 소개해 성사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할인쿠폰을 주어 다음 기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현지에서 작물들을 싼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프로그
램이 실질적으로 유익했음을 인지시켜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 테마형 체험상품을
틈틈이개발하여회원들이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서비스를즐길수있도록해야한다.

과 회원이 직접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하여 최종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이 진행되는 사이에도 상담사는 전화로 진행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노력해야한다. 프로그램이종료된이후에도담당상담사는회원과현지인에게연락하
여불편함이나개선이필요한사항이없었는지를체크하여프로그램을꾸준히개선해야한다.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판매촉진 전략 (Promotion Strategy)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온라인 마케팅 (On-line Marketing Strategy)

사업성분석 04_투자비용

투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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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이템은 주말 농장에서 제공할 수 없는 정말 시골다운 시골의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특징이다. 시골의 전통가옥에서나무로불을지펴가며밥을짓고농작물을직접수

확하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주말 농장보다 훨씬 뛰어난 프로그램을 개발해

야만한다.

를 알리고 회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구축과 홍보에 약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물론 프로그램의개발 기간과종류 그리고웹사이트의품질수준에따라자금이더
적게 또는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정한 국내여행
알선업의 기준에 따라 자본금 5,000만원과 여행보증금 2,000만원 등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현지인들이 프로그램의 운 면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프로

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담당 상담사가 진행 상태를 체크하여 미흡한 요소들을 찾아 개선

해야한다. 무엇보다현지인들이프로그램운 을적극적으로진행하지않으면회원들의만족

도가현저히떨어질수있으므로이를위해사전에긴 한협조를맺어야한다.

프로그램에대한소개, 회원들과의상담, 예약, 체험수기등이모두웹사이트에서관리되고보

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신설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지속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업

데이트에 신경을 쓰고, 회원들의 체험수기가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적절한 이벤트도 이루어

져야한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1

주말농장보다더서정적이고유익한
시골및농장체험프로그램을개발해야한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2

회원들과계약이이루어질때마다
현지인들이프로그램을잘진행할수있도록항상신경써야한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3

서비스에대한소개, 회원들의
체험수기등이잘올라올수있도록웹사이트를기획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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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이여, 이제쇼핑없이도옷을구입할수있다

쇼핑을좋아하지않는남성들을위해
대부분의여성들에게쇼핑은하나의즐거움이될수있겠
지만, 남성의경우라면그렇지않을수도있다. 다수의남
성들은 고급스런 의류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쇼핑하는
데 드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그들은 온라인 쇼핑을 시도해 보지만, 화면에서
볼 때와는 달리실제수령한옷들이마음에들지않을경
우도 많고 또 일일이 반품이나 교환을 하는 일도 번거롭
게 여기곤 한다. 이러한 이유로 남성들에겐 인터넷 쇼핑
역시도그리훌륭한대안은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트 크 클럽(Trunk Club)’
은 남성들을 위한 담당 쇼퍼(shopper : 물건 사는 사람,
물품 조달 대리인) 서비스를 출시하여, 남성들로 하여금
쇼퍼의도움을받아사무실이나집에서손쉽게옷을고를
수있도록돕고자했다.

스카이프를이용해언제어디서나쇼핑
남성 의류 전문 쇼핑몰‘트 크 클럽’의 회원 가입은 무
료이며 회원 가입을 하면 24시간 이내에 담당 쇼퍼의 연
락을 받게 된다. 웹캠과 스카이프(skype:인터넷에서 음
성 무료 통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를 이용한 양방향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스카이프를 설치할
것을 권장 받게 되고, 웹캠이 없을 경우엔 트 크 클럽에
서 이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 쇼퍼들은 웹캠을 통해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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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크클럽로고

▲스카이프를통한쇼퍼와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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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트 크클럽(Trunk Club)
소 재 지 미국오레건
주 소 Trunk Club Headquarters, 

845 NW Delaware Suite 101,  
Bend, Oregon 97701

전 화 +1-541-312-5252
웹사이트 www.trunkclub.com
이 메 일 info@trunkclub.com
제품및서비스가격
회원가입무료, 수수료없음, 
선택한옷에대해서만소매가격지불



이 원하는 스타일과, 그들에게 어울리는 스타일, 그리고 고객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옷가지들을 파악한 뒤, 그들에게 가장 적
합하다고 여겨지는 옷가지들을 9벌 정도 골라 택배로 보내 준다.
이후 택배를 받은 고객은 전달된 의류와 신발, 액세서리 등을 착
용해 본 뒤, 이에 대해 스카이프를 통해 담당 쇼퍼와 의논을 하
게 된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옷들을 선택한 뒤 이들 품
목에 대해서만 소매가를 지불하면 된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품목들은 반송하면 된다.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으며, 왕
복 택배비는트 크클럽에서부담한다. 

트 크클럽의수익구조
회원들에게 일체의 서비스 비용은 물론 배송비까지도 부과하지
않는 트 크 클럽. 언뜻 보기에 이러한 시스템은 별다른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에 관해 한 관계자
는, 이 회사의 수입원은 협력 제조업체로부터 도매가로 옷을 공
급받아소매가로판매하는이윤이라고언급했다.
고급 의류를 선호하나, 쇼핑 자체를 즐기지 않는 남성 소비자들.
이들을 겨냥하여 이렇듯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
비스를 고안해 낸다면 소비자들에게 한층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있을것이다.

▲트 크클럽의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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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을 위한 의류 구매 대행서비스는 초기에 회원들을 다수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성들이 직접 옷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더 훌륭한 옷들을 골라낼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성공을 거두기가 힘들다. 따라서 전문가다운 패션

감각을 소유한 사람만이 본 아이템을 창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류 브랜드 업체들과 사전

에 전략적인 제휴를 맺어 도매가격으로 옷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문 쇼퍼

들은 끊임없이 의류시장의 트렌드와 가격 선을 체크하여 담당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본 아이템은 의류를 구입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거나 패션 감각이 없어서 옷을 잘 고르

지 못하는 남성들을 위해 고안된 의류쇼핑 대행서비스다. 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남성들은

업체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담당 쇼퍼를 소개 받게 된다. 담당 쇼퍼는 남성 의류에

관한전문가들이며모두코디네이너수준의패션감각을소유하고있다. 담당 쇼퍼들은회원이

구매요청을할때에만필요한의류를대신구매해서배송해주게되는데, 이때 회원이원하는

스타일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카운슬링을 통해 가장 알맞은 가격대의 의류를 구매할 수 있도

록돕는다.

본 아이템의 가장 큰 장점은 남성 회원들이 의류를 구매하는데 드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

줄수있을뿐만아니라전문가의도움을통해본인에게가장잘어울리는옷들만을소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류 구매 전문가들의 도움이 있기에 질 좋은 옷을 가장 합리적인 가

격에구매할수있다는것도빼놓을수없는장점이다.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업종의 특장점

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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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분석 01_아이템개요

창업절차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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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체크 포인트

□ 다양한해외사례들을찾아마케팅상황을자세히

분석해보았는가?

시장조사 □ 도매가격또는싼가격에의류를제공해줄수있는

의류제조업체또는도매업체들을다양하게조사해보았는가?

□ 30~40대 남성직장인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실시해보았는가?

□ 남성복에대해패션감각이좋은전문쇼퍼를

모집하 는가?

아이템개발
□ 의류브랜드업체, 제조업체또는도매업체들과

의류공급계약서를잘체결하 는가?

□ 온라인으로회원가입과상품소개, 결제, 배송정보등의

절차가잘진행될수있도록웹사이트를잘구축하 는가?

사업자등록
□ 관할구청에통신판매업을신고하 는가?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하 는가?

기타 □ 다양한남성고객확보를위해온라인쇼핑몰에대한구매대행과

패션스타일링컨설팅서비스등에대해서도연구해보았는가?

많은 남성들은 바쁜 직장생활과 쇼핑에 대한 번거로움으로 인해 의류 쇼핑을 즐기는데 좀처
럼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또한, 패션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옷을 구매할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심지어 자신의체형과스타일을찾지못한채언론에서비춰지는트렌드만을쫓아옷을
구매하는사람들도많다. 바쁜 남성들에게온라인쇼핑몰은긴시간을들이지않고빠르게구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소비자특성



우성어패럴의 2009년 상반기 전략 발표 자료에 의하면 국내 남성복 시장은 약 6조원의 규모
로 매년 7%의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남성정장은 전체 남성복 시장의 42% 차지하고
있어절대적인아이템으로자리잡고있음을알수있다. 유통채널별 매출액비중은백화점과
할인점이약 27%이고나머지는전문매장, 온라인, 기타 등으로배분되고있는구조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매출액은 전체 대비 약 8% 정도로 그 비중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는 점이 의류 유통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향후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전문쇼핑몰들이더생겨날것으로예상되며, 그 시장은 더욱성장하고발전할것으로
판단된다.

매할 수 있어서 좋긴 하나 옷감의 질이 좋은지, 스타일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관리하기에 편
리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모두 따져가면서 구매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비슷한
옷에 대해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좋은 옷을 비교검색해서 구매한다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 아
닐수없다. 
때문에 남성들은 주위에 감각 있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옷을 구매하거나, 브랜드 매장 점원의
소개로 옷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으로 옷을 직접 구매하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대
부분 오픈마켓에서 많은 옷들을 비교검색해가면서 가격대비 가장 멋지고 품질이 좋은 옷을
골라 구매한다. 그러나 이렇게 의류와 액세서리들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
는 남성들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아이템은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의류 쇼핑에 시간을
투자할수없는남성들특히골드미스터들을적극공략하여이들만을위한전문쇼퍼및담당
코디네이터로써의역할을수행한다면충분히시장성을가지고사업을운 할수있을것이다. 
◆골드미스터 : Gold Mister, 명문대출신에직업은연봉6000만원이상의전문직이며, 

키는 1m70 이상인35~40세의독신남을지칭

남성복 의류쇼핑 대행서비스의 핵심은‘전문적이고 감각적인 쇼퍼들을 통한 가장 합리적인
의류 구매 대행서비스’가 될 것이다. 남성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옷을
검색해서 구매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온라인 쇼핑몰
들과 가장 큰 차별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옷을 전문
가의 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어떤 쇼핑몰에서도 이룰 수 없는 독보적인 매력
포인트가될것이다.

사업성분석 02_시장현황

예상 시장 규모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포지셔닝 (Pos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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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류쇼핑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소득수준이 높은 골드미스터들이 첫 번

째 타깃이 될 것이므로, 의류 제품들도 중고가대의 백화점 브랜드들 위주로 선택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직업별, 소득수준별, 연령별, 스타일별로 다양하게 고객들의 기준과 취향을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의류쇼핑 대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시즌별 유행상품과 다양한 코디방법을 연구하여 회원들이 더 폭넓은 제품을

구매할수있도록준비하는것도현명한방법일것이다. 제품은 되도록브랜드신상품위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추천하되, 회원들의 예산과 요청에 따라 브랜드 외의 상품이나 아울렛 상

품, 이월 상품, 온라인 상품 등도 적극적으로 검색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의류 외

에도 각종 의상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액세서리나 신발, 잡화류의 상품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세트로구매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좋다.

의류쇼핑 대행서비스를 통한 수익은 소매가에서도매가를 뺀 나머지를 얻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 자체의 단가는 대부분 소매가가 결정되어서 출시되기 때문에 임의로

소매가를 다시 산정해서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도매가로 공급받지 못하

는 옷들의 경우에는 사입가의 20% 정도를 구매 대행서비스의 마진으로 책정하여 소매가를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공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은

구매 성사 직전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개되는 소매가격이 믿을만한 합당한 가격임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제공하여 회원들이 항상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

려해야된다.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제품 전략 (Product Strategy)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가격 전략 (Price Strategy)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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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브랜드 의류업체, 도매업체 등과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발로 뛰면서 직접

구매하는일들을수도없이반복해야한다. 전문 쇼퍼들은항상회원들이요구하는의상을체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유통 전략 (Place Strategy)



의류쇼핑 대행서비스는 회원가입, 구매대행 요청, 추천 상품 확인, 담당 쇼퍼와의 대화, 구매
결정, 결제 등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상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회원들이 자신의 담당 쇼퍼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1:1상담
게시판을 개설해야 하며, 특정 브랜드의 세일정보, 패션 트렌드 정보, 전문 코디법 등의 정보
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예인 기획
사, 패션디자인 업체, 패션 잡지사 등과도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키우도
록노력해야한다. 온라인 광고는포털사이트키워드광고정도로시작하고전문쇼퍼들이직
접 블로그를 운 하도록 하여 자신들의 전문 역을 알리고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
도록노력해야한다.

의류쇼핑 대행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회원들에 대한 담당 쇼퍼들의 전문적인
상담이항상뒷받침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회원들이의상을구매하는목적을꼼꼼히체
크하고, 필요한 경우 스타일별로전문적인코디상담을통해가장합당한제품을검색해서추
천하는노력을해야한다. 또한 의상 외에도액세서리, 신발, 잡화류 등의 제품들도패션의연
출에 따라 함께 세트로 판매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회원들의경제력수준에따라구매하는성향이나패턴등도많은차이를보일수있
으므로 고가대의 브랜드 외에도 중저가 브랜드 혹은 아울렛, 동대문, 온라인 상품들의 정보들
도시기적절하게제공하여즉각적이고다양한판매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특히 담
당 쇼퍼들은 시즌별로 어울리는 의상과 패션 코디법 등을 회원별로 틈틈이 안내하여 회원들
이주기적으로담당쇼퍼들을찾아구매대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크하여 가장 합당한브랜드를빠르게찾아내야하며, 이를 직접 또는배송업체를통해서공급

받은 후 이미지로 회원들에게 잘 소개하여 구매가 성사되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회원

이 결제를 하게 되면 다시 쇼퍼는 패킹을 하고 택배업체를 통해 배송을 시작하면 된다. 전문

성과신뢰성을늘재고하기위해서담당쇼퍼는배송전에항상의상을꼼꼼히체크해서이상

이 없는 물건만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에 하나 회원이 맘에 들지 않아 반품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환을 전제로 반품을 받아줘야 하며, 구매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가발견됐을경우에한하여허락하도록한다.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판매촉진 전략 (Promotion Strategy)

사업성분석 03_마케팅전략

온라인 마케팅 (On-line Market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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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이템은 전문적인 상담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남성복에 대한 패션 감각을 갖춘
쇼퍼가있어야만사업을제대로진행시킬수있다. 패션에대한감각은하루이틀에배워서되
는것이아니므로초기에그러한능력을갖춘사람들을채용하여운 하는것이바람직하다.

본 아이템의 수익은 소매가에서 도매가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므로 사
전에 각종 의류업체들과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되도록이면 도매가로 의상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의상의 종류, 디자인, 가격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아울렛, 동대문, 온라인 쇼핑몰 등 구입처를 다양화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수있어야한다.

본 서비스는 단순히구매대행만을위한것이아니므로담당쇼퍼들의전문적인상담, 주기적
인 정보전달 그리고 다양한 상품들의 추천 등을 통해 회원들의 충성도를 점차 높여가는 전략
이필요하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1

남성복에대한전문적인지식과감각을소유한쇼퍼가필요하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2

의류브랜드업체, 제조업체, 도매업체들과전략적인제휴를잘맺어야한다.

사업성분석 05_아이템구현을위한핵심사항 3

주기적인회원관리로회원들의
이용률을높이고상품구매의종류와폭도점차확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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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템의 창업은 다른 아이템에 비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이다. 초기 투자비용으로는 전문적인 웹사이트 구축비 약 500만원 정도와 각
종 제휴들을 위한 마케팅 비용, 서비스 홍보를 위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약 2,000만원 정도
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나 점포와 물류창고 등의 유무, 전문
쇼퍼들의숫자에따라비용은많은차이가발생될수있음을염두에두어야한다.

사업성분석 04_투자비용

투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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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라인커뮤니티가제공하는트윈세대를위한 DIY 패션

02. 직접재배한소량의개별농산물을거래할수있는온라인시장

03. 친절을베푸는웹사이트가친구들의상부상조를돕다

04. 불황을타개하는그랜그래니의조언

05. 경작을하고싶은사람들에게경작지연결시켜주기

06. 맞춤형컨설팅을제공하는의사결정웹사이트

07. 내목소리로동화책비디오를제작할수있는어린이교육웹사이트

웹기반서비스형아이템



온라인커뮤니티가제공하는트윈세대를위한DIY 패션

트윈세대를겨냥
최근 베타 버전을 공개한 디자인 스튜디오 Est.투데이
(Est. Today)는 트윈세대들을 주 고객으로 겨냥한 사업
이다. 창업자는 12세의 딸에게 감을 받아 이 사업을 구
상하게되었다. 어린이도청소년도아닌 8세에서 12세 사
이의‘끼인 세대(Twin generation)’들이 티셔츠를 자신
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직접 제작함으로써 자아를 표현하
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으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게하자는취지로시작되었다. 

누구나쉽게자신만의티셔츠를제작
Est. 투데이는 트윈세대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티셔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제작 도구를 제공한다. 사
용자들은먼저자신이디자인하고자하는티셔츠색을고
르고 디자인의 테마를 정한다. 테마의 종류는“북극곰
보호”, “흡혈귀”, “제트족”, “긍정메시지”, “비 정원”, “동
물”등 다양하며 각 테마별로 다양한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다. 사용자는 테마를 정한 후 티셔츠에 배경, 포인트,
로고 등 원하는 디자인을 드래그 앤드 드롭 기능을 사용
하여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티셔츠를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제작된 티셔츠는 바로 주문하여 1~2 일
내에 받을 수 있다. 만약 배송된 티셔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전액 환불 가능하고, 이렇게 반품된
티셔츠는 Est. 투데이에서자선단체에기부한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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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메인화면

196
해외 신사업 아이디어

Information
회 사 명 Est. 투데이(est.Today)
소 재 지 미국
사업개시연도 2008년
주 소 Est. Today c/o Bernard 

Grate P.O. Box 42 Bronx 
NY 10475 USA

전 화 347-435-1599
웹사이트 http://www.esttoday.com
이 메 일 customerservice@esttoday.com
제품및서비스가격
티셔츠 12~25 달러, 팬츠 및 레깅스
8~13달러 등 아이템 별로 다양 배송비:
구매금액에따라 6~30 달러



≪전문가의견≫

사용자의디자인을활용한2차판촉시스템
Est. 투데이의 티셔츠 제작 프로그램 서비스는 누구나 무료로 이
용할 수 있으며, 만약 자신이 디자인한 아이템을 저장하고 싶으
면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면 된다. 또한 이렇게 제작된 티
셔츠는 사이트 내에서 주관하는 콘테스트에 제출될 수 있고, 또
이를 다른 사람들이 구매할 수도 있다. 뉴욕에 지점을 두고 있는
Est.투데이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다른 종류의 의류도 판매하고
있다. 각 아이템들은 미국 내에서만 구매 가능하며 1-2일 후면
배송된다고한다.

세상에단하나뿐인, 나만을위한티셔츠
21세기는 개성이 중시되는 시대라고 한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직 나만을 위한, 내가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 이는 아이들에게
하나의 매력적인 상품으로 다가갈 것이다. ‘DIY(Do It Yourself)’
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요즘, 이렇듯 상품의 디자인 과정
에소비자들을직접참여시키는것도고려해봄직한일일것이다.

▲티셔츠제작과정

▲투데이는자체블로그를운 하여
각종정보와디자인을사용자들과공유한다.

▲ 인기상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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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가 발전하면서 고객의 니즈가 다양화되고 자기중심적 소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은 남과 똑같은 제품보다는 차별화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제품을 갖고
싶어 하는 열망이 강하다. 국내의 경우 맞춤형 티셔츠가 도입된 초창기만 해도 유원지나 어
린이공원에서 가족사진을 옷에 찍어주거나 그릇이나 컵을 만드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전
부 다. 하지만 현재는 단순한 사진보다는 위트가 있는 캐릭터, 풍자, 패러디를 통해 아이디
어를 얻어, 고객이 원하는 의류에 직접 디자인 하는 소비자 맞춤형제품의 구매율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제품과 차별화되고 테마가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확보와,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티
셔츠나 의류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이 이 사업의 성공 포인트가 될 것이다.
또한 부가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동호회나 종교단체, 학생, 회사 등의 단체 고객을 위한
다양한상품을갖추는것도필요하다. 



직접재배한소량의개별농산물을거래할수있는온라인시장

생산자와소비자의직거래가
이루어지는온라인농산물시장
그동안농산물시장은각종의싱싱한농산물을사고파는
장소로 활기를 띠어 왔지만, 개인 정원이나 과일 나무를
가진 사람들이 직접 가꾼 소량의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
는 기회는 극히 드물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롭게 등장한
‘베지 트레이더(Veggie Trader)’는 포틀랜드에 근거를
둔 일종의 온라인 농산물 시장으로, 개별 농산물 판매자
와 바이어들을 연결시켜 준다. 이 서비스는 미국 연안에
사는 식도락가들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는데, 미국의 각 가
정이풍요로운식생활을누리며그들이가진자원을최대
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직접 재배한 소량의 농
산물을판매하여수입을얻을수있도록고안되었다.

인터넷물물교환
회원 가입은 무료이며, 가입자들은 먼저 그들이 판매하고
자 하는 농산물의 리스트를 올리고, 제공의 대가로 받고
싶은 것(예를 들어 다른 종류의 농산물이나 현금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사는 곳 근처에
서 판매나 구입이 가능한 식료품을 검색할 수 있는데, 사
이트에서해당란에우편번호를입력하거나‘구함’섹션을
클릭한뒤원하는농산물을해당카테고리에서찾으면된
다. 참고로 카테고리는 야채류, 과일류, 견과류, 허브류
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베지 트레이더’에서는 거의 모든 농산물을 거래
할 수 있지만, 별도의 판매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육
류나, 유제품 및 달걀 등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특정 지역의 경우 농작물 판매 행위에 별도의 허가가 필
요하다면판매자가미리관련법을확인한후등록하도록
권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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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트레이더’의범퍼스티커(Bumper 
stickers): 점점 많은사람들이스티커를
찾고있어추가로제작한상태이며, 향후
티셔츠와가방도제작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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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베지트레이더(Veggie Trader)
소 재 지 미국
사업개시연도 2009년 2월
주 소 Veggie Trader/Chirp, LLC

C/O CT Corporation 388 
State Street Suite 420
Salem, OR 97301

웹사이트 http://www.veggietrader.com/
이 메 일 http://www.veggietrader.

com/contactus.php
제품및서비스가격

상품등록및조회무료



공익을향해, 기업의이미지메이킹
‘베지 트레이더’의 창업자는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의 농산물들이
제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매 후 남은 농산물들이 그대
로 버려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
게 되었다.‘베지 트레이더’는 각종 농산물을 잘 재배한 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최선을 가치로 삼아, 버려지는 잉여
농산물에 대해서는 기부를 권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지 단체와 연결해 주는 업무도 하고 있다. 단순히
리를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인류의 식

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이러한 이
회사는 공익을 위해 힘쓰는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
할수있게되었다.

웰빙시대, 인터넷을통한편리한접근
오늘날 유기농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주말농장 등을
이용하여 직접 농산물을 가꾸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된 요즘, 이렇듯 시대의 새로운 요구를 편리한 방
식으로만족시켜줄수있다면고객들로부터긍정적인반응을얻
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틈새
시장은향후주목받는사업아이템이될것으로보인다.

▲‘베지트레이더’의메인화면
밝고선명한색과귀여운농산물캐릭
터로시선을끌고, 사용자가쉽고편리
하게접근할수있다.

▲ 블로그에실려있는‘집에서직접채소
재배하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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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의 증가와 함께 친환경, 웰빙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선진국
대열로 접어들수록 지속적인 메가트랜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각종 먹을거
리파동이후먹을거리안정성에대한소비자들의신뢰성확보가중요시되고있다. 일부 고비
용을 지불하더라고 믿을 만한 친환경 유기농 먹을거리를 선호하는 시장상황은 직접 재배한
소량의개별농산물을구입하고자하는수요시장으로충분할것으로생각된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최근 자신의 농산물을 직거래로판매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는추세
이며, 이러한 시스템은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않는경우개인이혼자서경작하는농산물은공급량이한정될수밖에없다. 만약 국내에
신뢰성이 확보된 소량의 친환경 제품들을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소비자들로
부터좋은반응을불러일으킬수있을것이다. 창업성공을위해서는무엇보다친환경농산물로
서신뢰성확보와제품의신선도유지, 안정된배송시스템의확보가전제되어야한다.

≪전문가의견≫



친절을베푸는웹사이트가친구들의상부상조를돕다

새로운개념의물물교환방식
최근미국에서는전통적인거래방식가운데하나 던‘물물교
환(Bartering)’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책이나 DVD 같
은 물건은 물론, 최근에는 서비스까지도 물물교환의 대상이 되
고있으며그방식과범위는점차확대되고있다.
각종 온라인 시스템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새롭게 태어난 현대판 물물교환에도 이러한 시대상이 고스란이
반 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참
여할수있게되었다. 

물물교환웹사이트
기존의 물물교환 웹사이트가 물건과 물건, 서비스와 서비스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을 제공했던 것에 비해, 최근 등장한‘프렌들
리페이버(FriendlyFavor)’는 이와 달리 차별화된 전략을 꾀했
다.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페이스북, 마이스페
이스, 트위터 등)를 활용하여 특정 사항에 관해 사용자들로 하
여금 친구나 가족, 동료 등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에
기반하여 추천이나 충고, 혹은 부탁이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사이트에 올린 뒤 지인들의
이메일 주소를 첨부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
러 사용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 주었을 경우 그들에
게어떤보상을제공할것인지에대해서도선택을할수있다. 

감사의표현도편리한방식으로, 다양하게
프렌들리페이버에서는 상대방의 도움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경로를 제공한다. 현금은 물론이고, ‘굿카르
마(good karma)’나‘스와프숍(Swap Shop)’이라는 옵션을
사용하여 조언의 대가로 상대방에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아마존닷컴, 반스앤노블(Barnes & Noble),
노드스트롬(Nordstrom)이나 알이아이(REI) 등의 화사에서 제공
하는 상품권이나 티스베스트(TisBest)의 기부 상품권을 줄 수도
있다. 페이스북 커넥트(Facebook Connect:페이스북과제휴한
타 사이트에서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쓸 수 있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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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들리페이버’홈페이지메인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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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미국시애틀
사업개시연도 200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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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west Work Lofts117 
West Denny Way Suite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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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friendlyfav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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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서비스가격
회원가입및커뮤니티이용료무료.
단, 감사의표시로본인의의사에따라
소정의대가를지불할수있음.



것)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이러한 프렌들리페이버는 회사의 네트워킹과
인트라넷, 온라인 커뮤니티, 동문회와 비 리 기관의 인가를 쉽게 받을
수있다고말한다.  

도움을주고받는새로운방법
베이비시터를 찾는 일, 일자리 추천, 일을 도와 줄 사람을 찾는 것, 디지
털 카메라를 사기 위해 조언을 구하는 일, 그리고 쓰지 않는 티켓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일 등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갖가지 사항들에 대해 도움을 구할 수도, 또 호의를 베풀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렇듯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서부터, 조언에 대해
감사인사를하는것까지그일련의과정이보다손쉽게이루어질수있
도록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프렌들리페이버’는 기술 특허, 온라인
광고, 제휴 마케팅과 스폰서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이후 이 회사는
사이트의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오픈 소셜(Open Social: 구 , 마이스
페이스등에서사용할수있는소셜네트워크어플리케이션)과 휴대전화
와의 연동 기능을 추가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 어
디서나, 바로 그 누군가에게‘도와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는 이‘프렌들리페이버’.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다 편
리한친절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TV에 소개되고있는‘프랜들리페이버

▲‘프랜들리페이버’홈페이지메인화면

▲도움요청화면: 사용자는보상의방식이나
요청열람제한등다양한옵션을자신이
원하는대로설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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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현대인을위한대행서비스 분야의틈새비지니스 아이디어로, 신뢰적 인간관계를 바탕으
로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축한 서비스다.
각종 생활편의서비스를유료서비스업체에의뢰하기보다는자신이알고있는주변인적네
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과, 자신이 제공받
은서비스의대가를다양한형태로지불가능하다는것이장점이다. 
사업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들과 연계하여 대행 및
도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연결하는 것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구인이나 구직으로만 활용하는 사이트에 상품권, 기부상품권 등
의 아이템을 도입하여 힘든 와이프에게 하루 휴가를 줄 수 있는 베이비시터 상품권, 어른들
의 살림을 직접 도와줄 수 있는 가사도우미 상품권, 상조상품권 등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본
다면매출활성화를위한좋은방안이될것이다. 

≪전문가의견≫



불황을타개하는그랜그래니의조언

할머니의지혜
할머니들은 멋진 양말을 뜨는 것(할머니들이 직접 양말을
떠서 판매하는 스위스의 온라인 웹사이트 넷그래니
(Netgranny)가 있다)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
을 발휘하곤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최대 덕목
은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절약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 이러한 것들
을 터득해 왔다. 따라서 만약 그들의 이런 지혜를 귀 기
울여 듣는다면 물자나 에너지 절약 등 생활의 다방면에
걸쳐훌륭한조언을얻을수있을것이다.

동 상으로만나는할머니의조언들
옥스팜(Oxfam)은 최근 그린 그래니(Green Grannies)라
고 불리는 팀을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 시민들에게
양말을 꿰매는 방법에서부터 남은 음식으로 맛있는 요리
를 만드는 방법까지,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조
언을 제공하도록 했다. 옥스팜은 국제비정부기구로, 긴급
구조와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난과 고통에 시달
리는사람을위해일하고있다. 
옥스팜의 새 라이프스타일 캠패인‘굿아이디어 언리미티
드(Good Ideas Unltd)’의 일환인이서비스는 국의소
비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재활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등 환경 오염을 줄
이기 위한 갖가지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로써 궁극적
으로는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그린그래니(할머니들)의 조언을보다널리전하기
위해, 옥스팜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난방을 하지 않
고도 밤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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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그래니캠페인을제공하는국제 NGO, 
옥스팜의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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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의 지혜를 동 상으로 소개했으며, 조만간‘할머니에게 물어보
세요.’라는서비스가옥스팜웹페이지에서제공될것이라고한다.

노년층에게자신감과성취감을불어넣어주고자
그린 그래니의 일원인 바바라 왐슬리(Barbara Walmsley)는 이
렇게 말했다. “나는 언제나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 왔고,
그것은 내게 순리와도 같은 일이었다. 할머니들이라면 누구나 물
지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그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내가 가진 이러한 것들을 젊은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
쁘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앞으론
내 후손들이 머물게 될 이 세계의 발전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참으로 광스런일이다.”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오늘날, 노년층의 구성비를 고려할
때, 그들의 사회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마련하
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노년층의정신건강을유지하는데도상당히긍정적으로작
용할것이다.

▲좋은생각을나누자’는옥스팜의캠페인

▲그린그래니의동 상을볼수있는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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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자원을최대한효율적으로활용하고절약을통해보다나은생활을 위하게하기위
한 친환경, 재활용을 권장하는 사업모델이다. 나이 드신 분들의 생활지혜를 공유함으로서, 현
재의 안위뿐만이아닌후세를위한세계적기후환경변화까지고려한소비를실시할수있도
록 유도 가능한 콘텐츠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이다. 최근 불황으로 인해 실속위주의
재활용, 리폼 비즈니스가 각광을 받으며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가격대비 제품
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중요시하는 추세이므로 자원재활용 비즈니스는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친환경비즈니스와함께연결되어향후에도지속적성장이가능한분야이다. 
사업구현을 위해서는 생활의 지혜를 상품화 가능하도록 분야별 지원시스템의 매뉴얼 구축

이 선행되어야 하고, 자원재활용을 통한 절약 및 친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 되
어야 한다. 단순 수익을 목적으로 운 하기 보다는 친환경 공익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발적
인기부를유도하고프로그램에참여하여보람을느낄수있도록하는것도사업운 을위한
좋은전략이될수있다.

≪전문가의견≫



경작을하고싶은사람들에게경작지연결시켜주기

잉여자원을효율적으로
활용할수있는아이디어
전세계적으로대량생산및유통이가능한필수품의가격
은감소하는반면, 식량의가격은급격하게상승하고있다
고 한다. 또한 식품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감
소하고 있으며‘웰빙’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식량을직접재배하는사람들도늘어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 TV방송국의 사회자 겸 음식전문가,
휴 펀리-위팅스톨(Hugh Fearnley-Whittingstal)은 그의
쇼인‘리버 커티지(River Cottage)’에서 한 가지 새로운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다. ‘랜드쉐어(Landshare)’라는 이
름으로추진되는이캠페인은경작을하고싶어하는사람
과휴경지의소유주를연결시켜주는서비스를제공한다. 

무료로정보주고받기
랜드쉐어는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활용하여 신선한 과일
과 채소를 재배함으로써 자원을 보다 경제적으로 활용하
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방문자들은 먼저 자신을 토지
소유자, 경작자, 혹은 촉진자(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길원하는사람)로 구분하여등록할수있다. 그리고등
록후에는자신이가지고있거나원하는정보를간단하게
포스팅하기만 하면 된다. 이 캠페인을 주관하는 방송사
‘채널4(Channel4)’는‘랜드쉐어’사이트를개설하여 관
련 서비스들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용자들
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경작을원하는사람은먼저웹사이트에경작을원하는지
역과 토지의 면적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한 을 게시해야
한다. 그리고 나면 이에 적합한 휴경지를 갖고 있거나 혹
은 알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 이메일을 보내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렇듯 사이트에서는 관련 정보를 주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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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펀리-위팅스톨(Hugh Fearnley-
Whittingstal)이 진행하는 채널4의‘리버 커티지’
소개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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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료무료



으며 개인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후 채널4나 랜드쉐어는
더 이상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이렇듯 자원을 매
개로한만남의장을마련해줄뿐이다.
`
한정된자원을효율적으로
활용할수있도록돕는서비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위기의식과, 식품의 위생
상태에 대한 불안감 고조로 주말 농장 등을 활용하여 가족이 먹
을 수 있는 간단한 먹을거리를 직접 재배해 보려는 사람들이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는‘퍼머
컬쳐(Permaculture:사람과 자연을 함께 살리는 지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자원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자원을
최대한 경제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삶의 한 방식)’의 정신이 필요
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랜드쉐어와 같이 한정
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서비스를 고
안해 보는 것도, 소비자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
는하나의방법이될것이다.

▲ 사용자는맵서비스를통하여간편하게지역
별검색을할수있고, 경작자, 토지소유자, 
도와주는촉진자를각각색으로구분하여표
시해놓아결과를쉽게알아볼수있다.

▲‘랜드쉐어’캠페인아이디어를낸음식
전문가‘휴펀리-위팅스톨(Hugh 
Fearnley-Whittingstal)’.

▲ 지도검색의마지막은그사람이올려
놓은포스팅과연결되며, 만약 자신이
원하는조건에맞을경우이메일로
연락하여거래를논의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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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비스는국토의효율적인활용을위해놀고있는경작지주인과농사에참여를희망하는
잠재적 수요자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공유를 통한 자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비즈니
스다. 주 5일 근무제, 친환경 유기농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능
동적인 소비자의 증가로 인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잘 연결할 수 있는 매칭시스템이 만들어져
홍보된다면사업성이있을것으로보인다.   
국내에는 현재 경작지가 많이 남아돌아 최근에는 자신의 경작지를 정부에 내놓아 다른 이들
이 농사를 짓게 하고, 정부에서 지원 자금을 받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이 시스템을 아는
이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최근 농민들의 커뮤니티들도 조금씩 활성
화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양
쪽좋은결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매칭시스템 구축 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수익모델을 무엇으로 삼을지, 상호간 연계 서
비스외에부가적인수익은어떻게올릴지에대한부분도검토해두어야할것이다. 

≪전문가의견≫



맞춤형컨설팅을제공하는의사결정웹사이트

의사결정을돕는새로운도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조언을 얻
어야한다면누구에게다가가는가? 대개의경우사람들은부모님이
나 친구 등 주위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
데만약사람이아닌다른무언가가그것을대신할수있다면, 더욱
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도 아닌 웹사이트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준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헌치(Hunch)’라는 웹사이트는 당신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일상의 사소한 고민거리에서부터 중대한 사항에
관한 고민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
설팅을제공한다. 
플리커(Flickr:루디코프(Ludicorp)에서 개발 된 서비스로, 한 온라
인 사진 공유 커뮤니티의 이름임)의 창시자 카트리나 페이크
(Caterina Fake)가 일부 참여한‘헌치(Hunch)’는 먼저 사용자를
파악한후그에맞는제안을해주는새로운의사결정도구다. 이 웹
사이트는어떤문제든결정을내리는데도움을준다. 식사 메뉴결
정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아이들의 진학 문제와 같이 다소
중요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어떤 고민이든 해결이 가능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자는 먼저‘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나‘범퍼
카를 좋아하는가?’등 사이트가 던지는 몇 가지 기초 질문에 답함
으로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면 기계
학습을 근간으로 하는 코어 알고리즘이 사용자에게 해당 주제에 관
해 10개 정도의 질문을 하는데, 이때 사용자는 어떤 질문이든 건너
뛸 수 있다. 모든 답변이 완료된 후,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답변과
이미 알고 있는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조합해서 사용자에게 맞는
해결책을제시해준다.
또한 헌치는 각각의 해결책에 대해 어떻게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
한설명도덧붙여주며, 사용자는그결과에대한동의여부를표현
할수있다. 혹 결과가만족스럽지않은경우엔새로운질문과주제
를제시할수도있다. 
한편 이 웹사이트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에게는‘반조스(banjos)’
라는신용점수와계급이부여되기도한다.

사용자의피드백으로나날이정교해지는시스템
헌치 시스템은 사용자들의 수정과 제안을 실시간으로 반 한다. 이
를 통해 사용자 개개인의 성향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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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치의홈페이지메인화면: 
개인의취향및성향파악을위한몇몇질문들이
첫화면부터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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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는 그에게 더욱 적합한 의사 결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
으로써 이 시스템은 나날이 정교해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에 대
해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이것은 마치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의 취향과
선호에대해더잘알게됨으로써더욱믿을만하고논리적인충고를해줄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또한 그들의 목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
겼다.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는 사용자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든 그것을 헌
치에 가지고 와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난 후, 마치 식견 있는 사람들과 인
터뷰를 하거나 몇 시간의 인터넷 자료 조사를 한 것만큼 좋은 답변을 얻어
가는것입니다.”

발전가능성이잠재된아이템
현재 헌치의 웹사이트에는 500개 정도의 고민 주제와 5천개의 관련 질문,
그리고 3만개 이상의 해결 방안이 올라와 있고, 이외에도 보다 새로운 것들
이수시로업데이트되고있다.
물론 헌치와같은이러한기술은이제겨우시작단계이지만향후커다란가
능성이 잠재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매일 수많은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현
대인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은 이 사업에 날개를 달아 줄 하나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사람
이없어도컴퓨터를가지고고민을상담받을수있다면이는현대인의가슴
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감성마케
팅을접목시킨다면성공의길은더욱가까워질것이다

▲ 개인취향및성향파악을위한질문화면
중하나: 외계인을믿는지여부에대한질문
이다.

각종매체에소개된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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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문제나 사소한 고민거리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아이템이다. 웹사이트 상의 질문을 통해 소비자에게 맞는 개별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또 그에 알맞는 적절한 제안을 제시하도록 하
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성공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바쁜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손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
템의구축이관건이라고할수있다.
다양한 고민 주제를 설정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질문지가 우선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이의 응답 내용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정확히 분석한 후 주제와 관련하여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해결 솔루션이 갖추어져야 한다. 결국 사용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를 조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어 냄으로써, 향후 업그레이
드된정보를차별적으로제공할수있어야안정적인수요가일어날수있을것이다.

≪전문가의견≫



내목소리로동화책비디오를제작할수있는어린이교육웹사이트

유명인의내레이션과다양한콘텐츠로차별화
스피카부즈(Speakaboos)는 어린이들이좋아하는전래동
화를 디지털 세계로 끌어오는 것을 목표로, 여러 작가가
그린 삽화와 유명인의 내레이션, 그리고 독창적인 음악이
담긴 이야기책의 비디오 버전을 소개하는 미국의 웹사이
트이다. 현재 이솝 우화, 안데르센 동화, 그림형제 이야기
를 비롯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이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
되고 있으며, 또한 여기엔 동화와 관련하여 각종 게임 및
교육도구로사용될수있는콘텐츠가링크되어있다. 
이야기 하나당 99센트에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앨범 단
위의 구매도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파일들은 아이튠즈닷
컴(iTunes.com)과 랩소디닷컴(Rhapsody.com)에서도
이용할수있다고한다.

소비자의참여를유도하는홍보전략
‘스토리라인 온라인’과 같이 아동을 위한 디지털 이야기
음원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많이 있지만, ‘스피카부즈’
는 가수, 미스 USA, 각종 TV 스타 등 실제 유명 인사를
내레이터로 등장시키고, 또 전문 작가의 그림을 비디오
동화에삽입하는등기존의다른서비스와는차별성을두
고 있다. 이런 스피카부즈가 마련한 또 하나의 전략은 차
후에 제공될 서비스로, 부모나 아이로 하여금 이야기를
자신들만의 버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이
트에서‘자신만의 이야기 녹음하기(Record your own)’
라는 메뉴는 아동이나 부모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 그
리고 선생님까지도 자신의 목소리로 가장 좋아하는 이야
기나 노래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재미있는
노래방 기기용 버전(밑에 가사가 자막으로 나옴)’을 이용
하여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하며 녹음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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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의나라처럼꾸며놓은‘스피카부즈’의
홈페이지메인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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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http://www.speakaboos.

com/contact_us
제품및서비스가격

트랙하나당 0.99 달러
앨범하나당 8.99 달러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녹음
하여 들려줌으로써 부모나 조부모들은 아이들을 집에 홀로 남겨
둘경우, 이들이쉽게잠들도록도울수있다고한다.

매력적인옵션과기업정신으로승부
평범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사이트를 뒤로하고, 이제
소비자들은차별화된추가옵션을제공받을수있는서비스를찾
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스피카부즈는 매력적인 서비스를 가지
고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만의 콘텐츠를 직접 창조하도록 하고, 또 이를 타인과 공유
하도록함으로써기존의서비스와는차별성을꾀했기때문이다.
이렇듯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아이템은 향후 그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참여
를유도하는아이템을접목시켜보는것도기존사업과차별화를
꾀할수있는하나의대안이될것이다.

▲사용자는자신이원하는동화를골라, 
보고 들을수있으며, 사이트내이용료는
무료이다.

▲ 일부콘텐츠는무료로다운로드가가능하다.

사용자는자신이원하는동화를골라, 
보고들을수있으며, 사이트내이용료는

무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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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전용의 동화책을 활자를 이용한 기존의 인쇄본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내
레이션과 삽화, 그리고 음악이 가미된 감각적인 학습 자료로 만드는 것은 이미 국내에서도
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아이템이다. 유아를대상으로하는교육사업의경우, 대부분해외의
교육방식을 도입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때, 곧 출시 예정인 서비스‘Record Your Own
프로그램(부모와 아동이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를 녹음하여 자신만을 위한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향후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개별 맞춤형 소비 및 체험소비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소비 트렌드를 고려한
다면, 아동오디오북 시장에 이러한 Record Your Own 프로그램을 도입시키는 것은 충분히
사업성이있다고판단된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의 다량 확보
가 필요하며, 또한 이런 맞춤형 오디오 북을 누구나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한 뒤 이
를효율적으로홍보해야할것이다. 또한, 여기에온라인시스템을접목시켜이러한프로그램
을 마치 음악을 다운받듯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향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전문가의견≫



▲



Part 04

01. 여성을위한피트니스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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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의원산지를사진으로볼수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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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업그레이드
one point lesson



여성을위한피트니스클래스

스포츠와예술을접목시킨신개념운동
최근한설문조사에따르면상당수의여성들이운동은지
겹고힘든것이라고생각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드러났
다. 이에‘리복(Reebok)’은 세계적인 예술 서커스단인
‘태양의서커스(Cirque du Soleil)’와 제휴하여여성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운동을 만들었다. ‘주카리
핏 투 플라이(Jukari Fit to Fly)’가 바로 그것이다. 최근
산업계의 트렌드 중 하나는 서로 다른 업종과 제휴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내는 것이라고 한다. 단순히 공동
마케팅을 하는 것을 떠나서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태양의 서커스
와 리복의 합작품인‘주카리 핏 투 플라이’는 그 좋은 예
라할수있다.

재미있는동작을하면서운동효과까지
이‘주카리 핏 투 플라이(Jukari Fit to Fly) '는‘플라이
셋(Flyset)’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집
단 운동이다. 흡사 공중그네와 같은 모양을 한‘플라이
셋’은 이를 이용하여 그네 타기, 점프하기, 매달리기, 발
차기, 끌어올리기, 스트레칭 등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 도구는 내구성이강한 세가닥의줄을꼬아만든동아
줄로 이루어졌고, 360도 회전 가능한 고리로 이 줄을 천
장에 붙일 수 있다. 또한, 이 도구를 어디서든 쉽게 부착
할 수 있도록 해 주는‘플라이바(FlyBar)’도 함께 제공된
다.
리복의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은 플라이
셋을 통해 구부리고, 날고, 땀 흘리며, 몸을 뻗고, 그네를
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몸을
새롭고재미있는방식으로움직일수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폴란드 크라코프의 퓨어 피트니스와 뉴욕
시의 이퀴녹스에서 제공되기 시작해, 현재는 홍콩, 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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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복홈페이지“Women”섹션의
‘주카리핏투플라이’소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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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주카리핏투플라이(Jukari Fit to Fly)
소 재 지 미국
사업개시연도 2008년
주 소 Reebok International 1895 

JW Foster Blvd.Canton, 
MA 02021 USA

전 화 781-401-5000
웹사이트 www.reebok.com/US/#/

womens?view=jukariHome
이 메 일 morefun@reebok.com
제품및서비스가격
‘주카리핏투플라이’
2일강사트레이닝코스 695 달러



코시티, 마드리드, 런던, 뮌헨, 서울, 쿠알라룸푸르, 부에노스아이
레스, 산티아고, 몬트리올, 로스엔젤레스 등 세계 곳곳에 소개되
어운 되고있다. 

서로다른분야를접목시켜시너지효과창출
리복은‘주카리 핏 투 플라이’전문 강사를 키우기 위해 기존의
스포츠강사나각종운동경력이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 2일 과
정의 트레이닝 코스를 운 하고 있다. 이 과정은 695달러에 제
공된다. 과정을 수료하면 리복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주카
리핏투플라이’를가르칠수있게된다. 또한 리복에서는‘주카
리 핏 투 플라이’에 맞춘 여성용 운동복 컬렉션도 선보이고 있
다. 이 새로운 운동의 개발로 리복은 그들이 생산한 스포츠 기어
의 판촉에 대단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향후 대상 고
객층을 더욱 확대하여 여성들뿐 아니라 남성들, 그리고 아이들에
게도재미있는체험을제공할것이라고한다.
리복의 이러한 전략은 여러 업종에 걸쳐, 기존 사업에 접목시켜
봄 직하다. 가령,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이라면, 아이들
이‘놀이’를 좋아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교육과 놀이 문화를 접
목시켜 그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할수도있을것이다.

▶
그네를타고놀듯이
운동하는‘주카리핏

투플라이’

▲ 리복은태양의서커스를모티브로만들어
낸‘주카리핏투플라이’는‘운동’이지
‘예술’은아니라고말한다. 예술에서아이
디어와동작을따낸신개념의운동‘주카
리핏투플라이’.

▲ 리복과제휴하여‘주카리핏투플라이’를
개발해낸‘태양의서커스’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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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을 위한 피트니스를 비롯해 여성만을 타깃 고객으로 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늘고 있다.
대부분의여성은운동을재미없어하고귀찮은일로생각하고있다는점에착안하여, 미국에서
는 새로운 운동기구를 개발하여 다양한 운동을 접목시켜 집단운동을 통해 흥미를 유발시키면
서여성고객을사로잡고있다.     
최근 웰빙트렌드와함께국내에서도개인트레이너와직접맞춤형식의운동을하는방식이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혼자서 집중력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이 아이템은 간편한 운동기구를 가지고 집에서 편하게 즐기며 가족이 함께 하는 운동으로 연
결시키거나, 여성들간에집단운동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어흥미로움을부각시킬수있다. 
국내도입시단순히운동기구와프로그램만을보급하기보다는운동외에교육사업과연계하
거나부가수익을창출하기위한운동화, 트레이닝복들을 같이 판매한다면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있을것이다.

≪전문가의견≫



아이들에의한, 아이들을위한침구디자인

아이들에의한, 아이들을위한디자인
2007년에 문을 연 호주의 키데코(Kideko)는 밝은 색과
혁신적디자인을특징으로하여다양한종류의유아용침
구와 액세서리를 판매한다. 자신의 딸을 위해 새로운 방
을 꾸미고 싶었던 창업주 쉘리 메이슨(Shelley Mason)
은 기존의 진부한 디자인과 컬러에서 탈피하여 보다 세
련되고 풍부한 색감을 느낄 수 있는, 호주 특유의 디자인
을만들고자했다. 
키데코는아이들이좋아하는모양과색상을찾아이를가
지고심플하고세련된디자인을고안해내기위해주력하
고 있다. 디자인은 몇 가지 테마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현되는데, 아이들은 이들 가운데 자신이 좋
아하는 테마를 직접 선택하여 방을 꾸 수 있다. 대부분
의테마가이회사에서자체적으로개발되는것임에반하
여, 특별히‘몬스터’콜렉션은 국의 유명 디자이너가
고안한테마를도입했다.
새로운디자인개발에끊임없는노력을기울이고있는키
데코는 2009년 상반기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콘테스트를 실시했다. 이에 창조적인 아이들은 스케이트
보드, 애완동물 또는 캠핑과 같이 키테코의 인기 테마 가
운데비교적단순한테마를선택하여자신의디자인을출
품하기도 했다. 그리고 평가는 7세를 기준으르 응모자를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따로 진행이 되었고, 시상 역시 이
들 집단별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향후 당선된 디자인
은 키데코의 침구, 포스터 그리고 다용도 백에 활용할 계
획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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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데코홈페이지메인화면
아이들이좋아할만한깔끔하고보기쉬운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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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키데코(kideco)
소 재 지 호주알렉산드리아허브
사업개시연도 2007년
주 소 PO Box 7035 Alexandria 

Hub, NSW, 2015 Australia
전 화 +61-2-9693-5566
웹사이트 http://www.kideco.com
이 메 일 sales@kideco.com
제품및서비스가격
14~ 125달러까지제품에따라다양



다양한디자인과아이템으로차별화
디자인과더불어, 키데코는다양한아이템을개발하고있다. 기본
적인 침구류및쿠션은물론이고, 장식용 포스터와다용도백, 키
재기 차트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아이템도 함께 개발하여 차별화
를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파자마 세트까지
도 선보 다고 한다. 이렇듯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개
발해 내고자 하는 열정에 힘입어, 키테코는 향후에도 젊은 기업
으로자리잡을것이다.

고객의눈높이에맞추어
오늘날 C 세대(Generation C : C는 콘텐트(Content)의 약자임)
의 창조적인 일원들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자신이 직접 제품의 생
산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경향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유아를 타깃으로 하는 사업 역시도 이러한 경
향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주
고객과 눈높이를맞춘키테코의이러한소통방식은사업을하는
사람이라면고려해봄직하다. ▲키데코의다양한디자인테마

▲테마별로아이템을다양하게만들어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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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차별화된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서비스로 구현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들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차별화된 디자인을 확보하기 위해 콘테스트 개최, 고객제안 제도도입, 주요 고객인터뷰 등을
실시하며그에대한다양한보상도하고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어린이침구 제조업체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추세이다. 어린이침구는 대부분 저가의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 가격을 맞추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디자인은국내에서하고제조는중국쪽 OEM 방식으로생산되고있다. 이
제는 디자인이 경쟁력인 시대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의 콘셉트 기획을 위
해 다양한 정보습득 노력은 필수적이며, 디자인을 활용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아이템을병행하여운 한다면안정된수익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전문가의견≫



병원예약을하는간단한방법

진료예약도인터넷으로간편하게
미국 뉴욕에는, 건강 및 미용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된 가격에

예약할수있도록관련정보에관한검색서비스를무료로제공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 ‘라이프북커(Lifebooker)’가 바로 그

것이다. 그런데 이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족닥(ZocDoc)’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진료 예약 시간을 잡아 주어 병원에서

의대기시간을절약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족닥의 창업자이자 현 CEO인‘사이러스 마소미(Cyrus

Massoumi)’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는 비행 중 고막이 파열돼 병원을 찾아다녔

지만, 3일 가까이 병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당시엔 병원

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병원을 찾는다 해도 체계적인 예약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방문 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

한불편함을해소할수있도록그는헬스케어이용을보다편리

하게 만들 것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다. 노력 끝에 탄

생한‘족닥’은 사용자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매일 24시간 내

내 온라인을 통해 뉴욕 시의 의사들과 예약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

다양한검색옵션제공
처음, 치과 예약에 한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했던 족닥은 이제 거

의 모든 분야의 병원에 걸쳐 예약 시스템을 제공해 준다. 이 시

스템 상에서 사용자들은 그들이 필요한 헬스케어의 종류 - 다

시 말해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등 - 가운데 선택하기만하면된다. 그러면 원하는지역에서예

약이가능한옵션을볼수있고, 선택 후즉시예약이가능하다.

또한 사이트에는 족닥에 등록된 모든 의사들의 경력 사항과 환

자들의 체험 후기 또한 제공되는데,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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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닥의로고

▲ 의사검색결과화면: 의사와병원에대한정보
뿐아니라가능한보험사, 예약 가능한시간등
자세한 정보가 표시되며, 사용자들의 후기와 평가
점수까지나와있어선택에도움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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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족닥(ZocDoc)
소 재 지 미국뉴욕
사업개시연도 2007년 9월
주 소 ZocDoc, Inc.70 Lafayette 

Street, 3rd floor 
New York, NY 10013

전 화 +1-866-ZOCDOC-1
웹사이트 http://www.zocdoc.com/
이 메 일 service@zocdoc.com
제품및서비스가격 무료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족닥을 통해 사용자는 특정 지역 혹

은 병원별로 적용 가능한 보험의 범위를 검색할 수도 있으며, 또한 외국

인 사용자의 경우 특정 의료진의 외국어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이러한 족닥은 2007년 후반에 베타서비스가 시작되었고, 무

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사이트는 웹 2.0 의학의 개발자인 닥터

제이 파킨슨과 제휴하고 있으며 현재 헬로우 헬스 사이트의 플랫폼에

쓰이는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를이용하고있다고한다.

사용자의편의를충족시켜줄수있는시스템
이러한 족닥은 창업 후 1년 만에 포브스닷컴의 사업 활성화 콘테스트에

서 1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언론 매체나 의학 관련

협회로부터그우수성을인정받고있다고한다.  또한 2009년 하반기부

터는 워싱턴 DC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역을 점차 확장시켜 나

가고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요즘, 이렇듯 온라인을 통해 진료 예약이 손쉽

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병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

을얻을수있을것이다. ▲ 족닥블로그: 족닥에관련된다양한
정보를블로그를통해공유하고있다

▲ 족닥홈페이지메인화면

▲ 의사예약화면: 적합한의사를
찾았으면, 사용자는자신의증상이나
상태를입력하고예약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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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업시장에서는 지식형 서비스산업의 창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국내의
현실을 감안할 때 서비스형 아이디어 사업은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형 창업의
경우평소에불편을느끼고있는분야에대한개선이빠르게이루어질수록 고객들의만족도
가 높아지고 아울러 입소문도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다. 이를 가지고 단시간에 수익으로 연계
하기는힘들겠지만고객의편리함을충족시켜줄수있는의미있는시스템의구성이라는점
에서그우수성이돋보인다고할수있겠다.
진료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고객은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 매우 지루함을 느끼고 있
다. 온라인으로 즉시 본인이 원하는 의사와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불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병원예약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서는 병원들과의 연계를 통해 예약정보의 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
다. 만약 국내 의료기관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향후
이는 병원예약시스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 업종에도 응용하여 확대 적용할 수
있는분야다.  

≪전문가의견≫



예비엄마들을위한병원의스파서비스

신개념산후조리- 병원의스파서비스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분명 행복한 일이겠지만, 대개의 경우 출

산을전후하여찾아오는통증에대해서는이루말할수없는고

통을 호소할 것이다. ‘홈 고져스(Go Home Gorgeous)’는 이

러한 예비 엄마들을 대상으로 출산 후 병원에서 편안하게 원기

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스파 서비스를

개발해냈다. 

경험을바탕으로창업아이템개발
창업자‘레이첼 스워드슨-웬햄(Rachel Swardson-

Wenham)’은 셋째 아이 출산 후 산후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늘 온몸이 쑤셔 왔고, 극심한

피로감과 수분 정체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녀는 이후 TV

건강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산모들로

하여금 출산 후 신체적 건강을 보다 빠르게 되찾도록 할 수 있

는 방법에 대해 다방면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고민 끝에 그녀

는 출산 후 3개월 가량 산모들이 병원에 머무르는 시기에 초점

을 두어, 그 기간 동안 아로마 테라피나 마사지 등 각종 실내

스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템을 고안해 낼 수 있었다. 이 아

이템이 추구하는 것은 산모들로 하여금 출산 후 집으로 돌아갈

때 보다 건강하고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Go home

gorgeous) 돕는 것이다.

산모를위한다양한서비스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세인트 폴에 본사를 둔‘고홈

고져스’는 예비 엄마들로 하여금 출산 후 보다 기분 좋게 귀가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실내 스파 서비스를 제공한

다. 서비스의 종류에는 49달러에 제공되는‘풋 땡킹(Foot

thanking)’, 64달러의 두피, 목, 어깨 마사지, 그리고 14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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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홈고져스홈페이지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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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고홈고져스

(Go Home Gorgeous)
소 재 지 미국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 / 

세인트폴
사업개시연도 2008년 8월
전 화 952-221-4663
웹사이트

http://www.gohomegorgeous.com
이 메 일 info@gohomegorgeous.com
제품및서비스가격
병원출장스파서비스 49~194달러
각종출산선물세트 14.95~169 달러
가정출장마사지서비스 129~149달러



의산후신체테라피패키지가있다. 또한 194달러의‘아버지의날특별

패키지’는 예비 엄마에겐 전통적인 전신 마사지를, 그리고 아빠에게는

두피, 목, 어깨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편안한 음악과 함께 제공

되는 부드러운 마사지와 아로마테라피가 칙칙한 느낌의 기존 병실이 아

닌, 마치 스파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여기서 사용

되는 유칼립투스 향의 스팀 타월은 수분 정체 증상을 경감시키고, 호흡

작용및혈액순환을돕는데도효과가있다고한다.

한편 귀가한 산모를 위한 서비스로, 이들 가정으로 야간 보모, 신생아

간호사, 산후 조산사를 보내 주기도 한다. 이때 야간 보모가 간이침대

와 이불, 베개, 독서용 전등, 물병 등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물품

들을 챙겨 가므로, 산모가 이들을 위해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다. 서비

스 이용료는 시간당 20~35달러인데, 이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엔 45달러의 추가 비용이 별도로 부과된다. 이외에도 수면 마사지 패키

지와임신마사지, 심부름서비스도이용이가능하다고한다. 

이러한고홈고져스는전체수익의 3%를어려운상황에처한여성을돕

는 재단에 기부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현재

미네소타 주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향후 시카고, 로스엔젤레스, 피닉

스, 그리고보스톤으로점차그 역을확장시켜나갈계획이라고한다.

▲고홈고져스의트위터(twitter) 페이지

▲고홈고져스의창업자,
레이첼스워드슨-웬햄

▲ TV에 소개된고홈고져스화면

▲ TV에소개된고홈고져스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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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병원 내에서 스파와 마사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에도
산모에게 필요한 인력파견서비스를 병행하여 운 하는 사업으로, 건강과 케어분야에서 빠르
게 자리 잡고 있는 비즈니스다. 국내의 경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출산문화가 변모되면서 산후조리원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 가정을 떠나 산후조리
를 하는 일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젊은 산모들을 중심으로, 과거와 달리 마사지
나 스파 문화가 대중화되었으므로 차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국내에 도입된다면 사업성은
양호하다고판단된다. 
현재 국내 산부인과나 종합병원에서 사업을 운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간적인 제약으로 스
파 설치가 어려우며, 마사지 등을 정식프로그램으로 연결해 운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을 극복해 낼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
각된다. 시설 설치가 어렵다면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한 전신마사지와 산후 테라피 마사지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출산회복을 빠르게 도와주는 프로그램과, 퇴원 후 산모를 돕는 프로그
램을전문화시켜운 하는것도틈새를활용한비즈니스가될수있다.  

≪전문가의견≫



▲농장체험등다양한방법으로소비자들과만나는비어렌버그.

조금은특별하게다가오는딸기잼-

딸기의원산지를사진으로볼수있다면

식품에대한신뢰도를향상시키고자
최근 들어 소비자들에게 시금치나 바나나, 커피 등의 식
품에 대해 그 원산지를 비롯하여 그 밖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비어렌버그
(Beerenberg)가‘프로비넌스 패스웨이(Provenance
Pathway:원산지 경로 추적제)’라는 툴을 도입한 것도 바
로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툴은 고객들로 하
여금온라인상으로자신이구입한잼이나소스의원산지
를추적할수있도록해주는장치이다.

제품의바코드와유통기한으로생산정보제공
비어렌버그사의제품을구입한소비자는이회사의웹사
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접할 수 있
다. 여기서는 해당 제품의 바코드와 유통기한을 입력하면
생산자를 비롯한 각종 정보들이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구 어스(Google Earth)’를 통해 그 제품의 주원료를
재배한농장의사진도찾아볼수도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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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경로추적제’링크를클릭하면위와
같이바코드를입력하라는안내가나온다.

▲ 비어렌버그홈페이지메인화면
화면상단에‘프로비넌스패스웨이(Provenance
Pathway:원산지경로추적제)’링크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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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비어렌버그(Beerenberg)
소 재 지 호주
사업개시연도 2009년
주 소 Beerenberg Farm Mount 

Barker Road Hahndorf 
South Australia, 5245

전 화 +61-8-8388-7272
웹사이트
http://www.beerenberg.com.au
이 메 일 admin@beerenberg.com.au
제품및서비스가격

제품별 2.60~26.00 달러
원산지추적서비스: 무료
(호주 화폐)



안전한먹을거리를찾는소비자들에게어필하다
이러한 서비스의 도입은 오늘날, 기업가들에게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바로, 고객과 친 감을 형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
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통을 갖춘 가족형 기업 비
어렌버그(Beerenberg)가 그랬듯이 말이다. 이 회사는 소비자들
로 하여금 구입한 식품에 대해 집에서 직접 만든 것과 유사한 느
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이 비어렌버그는 호주에
서 손꼽히는 제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조미료나 색소 또는
방부제등을일절첨가하지않고오로지전통적방식의요리법에
따라식품을만들고있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이렇듯 상품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고객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전략은 오늘날,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는
많은소비자들로부터큰호응을얻을수있을것이다.

▲유비어렌버그잼제작과정

▲ 바코드검색화면

▲ 유통기간으로도상품상세정보를
검색할수있다.

비어렌버그에서운 하는
Flicker 사이트 : 

다양한농장재배사진과
농장체험사진등을

올려놓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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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단계에서 투명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소비자
는 끊임없는 신뢰를 보여주길 원하고 기업에서 제공하는 투명성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투
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시장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각종먹을거리파동이후투명성확보가더욱중요시되는추세다. 
최근 국내에서 농수산품 쇼핑몰들이 갑작스레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원리이
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 처음에는 의류나 자동차구매, 주택구매를 우선시하는
형태로 변모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안전한 먹을거리에 치중하는 심리적인 특성이 있다. 원
산지 추적시스템을 구현할 경우 먹을거리 제품이 원산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판매는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대조류에 맞춰가
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크리스탈리즘(crystalism:재무와 회계의 투명성뿐
만 아니라 제조와 유통 등 소비자들에게 제반 기업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안전할 권리, 의견을 반 할 권리 등을 충족시키려는 경향)을 체계화 할
수있어야한다. 

≪전문가의견≫



화장품브랜드런칭을위한

새로운홍보방안- 메이크업동 상강좌

네티즌의든든한지지를기반으로시작된사업
유튜브(YouTube)는 정기적으로 수많은 유명 인사들을
만들어 냈지만, 이 사이트에서의 노출에 힘입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로렌 루크(Lauren Luke)’는 유튜브를 통해 사업에 성
공한예외적인케이스라고볼수있다. 
국의 1인 메이크업 강좌 주인공인 그녀는 어떻게 하면

연예인의 메이크업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를 다소 수다스
럽게 알려 줌으로써 열렬한 지지자들을 만들어 냈고, 이
에 힘입어 최근에는 그녀만의 화장품 제품군을 출시했다.
‘바이로렌루크(By LaurenLuke)’가 바로그것이다.

주력상품의사용법을동 상강좌를통해전수
바비 브라운(Bobbi Brown) 같이 화려한 경력을 가진 메
이크업 아티스트와는 대조적으로, 로렌 루크는 우리 주변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구 같은 편안한 인상을 풍기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못 생기고 뚱뚱했다’는 두 단어로
묘사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소박하고 평범한 여성이다.
그녀는 고교 시절부터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메이크업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이
후 이베이(eBay)에서 화장품 판매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고객들을 위해 유튜브에 메이크업 강좌들을 올리기 시작
했는데, 그것이 의외로 네티즌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되어 바이 로렌 루크를 시작하게 되었다. ‘바이 로렌 루
크’라인은 현재 미국, 캐나다 및 유럽의 고객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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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로렌루크를있게한그녀의
유튜브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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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바이로렌루크(By Lauren Luke)
소 재 지 국/ 미국
사업개시연도 2009년
주 소 ( 국) Soho Beauty LLC 7 

Charlotte Mews London 
W1T FED UK
(미국) Soho Beauty LLC 536 
Broadway 11th floor 
New York, NY USA 10012

전 화 +1-888-402-6587 (미국)
+1-215-289-1600 (미국)

웹사이트
http://www.bylaurenluke.com

이 메 일 info.us@bylaurenluke.com
제품및서비스가격
메이크업키트 1개 당 32.50 달러



으로‘바이 로렌 루크’의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지
난 9월부터는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에 진출하며
점차그 역을확장시켜나가고있다.
그녀의 사업은다양한컬러테마의메이크업키트를주력상품으
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세트에는 해당 옵션- ‘강렬한 보랏
빛’, ‘빈티지 램’, ‘정렬적인 블루스’, ‘럭셔리 그린’등 을 최
고로활용할수있는비디오강좌가포함된다. 

상품의판매율과브랜드인지도향상을동시에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제품의 판매율은 물론 브랜드의 인
지도를 향상시키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면서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
을 주는 이러한 서비스는 여러 분야의 사업에 걸쳐 유용하게 쓰
일수있을것이다.

▲ 바이로렌루크웹사이트내‘로렌루크’의
자기소개화면

▲ 온라인에서오프라인으로사업을확장한‘바이로렌루크’

▲‘바이로렌루크’가판매하고있는다양한
테마의메이크업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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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미를 강조하는 사업은 불황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많은 여성이 자신의 꾸미는 데
드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도 화장품 시장은 여성에게는 필수용품인 시장으로
고기능성제품을바탕으로지속적인성장을하고있다. 
바이 로렌루크에서는화장품을소개하기위해다양한형태의메이크업 강좌동 상을무료
로보여주면서자사제품의신뢰성을더욱확보하고있다. 
위의 사례는 동 상을 통해 화장을 따라하며 연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경쟁이 치열한
국내의 화장품 시장에 이 같은 방법을 도입하여 판매한다면 판매율뿐만 아니라 제품의 브랜
드인지도도상승시킬수있을것이다.

≪전문가의견≫



애완견주인을위한복권콘테스트

애완견주인들을겨냥한이벤트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자랑하고 싶어 하듯, 강아지의
주인들에게도 자신의 애완견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욕망
이 있다고 한다.  온라인 및 스크래치 복권 업체인‘버지
니아 복권(Virginia Lottery)’은 이러한 애완견 주인들의
보편적인 욕망에 착안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콘테스트를
개최한 뒤, 여기서 선발된 고객이 소유한 개에 대해서는
그 사진과 이름을 향후 출시하는 복권에 삽입할 수 있도
록하는아이디어를선보 다.
버지니아 복권은 이‘행운의 개 콘테스트(Lucky Dog
contest)’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벤트
에서 당첨된 20 명의 애완견 주인은 1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받음과 동시에, 그들이 소유한 개의 사진을 향후 출
시될 버지니아의‘행운의 개 II 스크래치 복권’에 삽입할
수있게된다. 

이벤트개최를통한판촉효과
이러한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먼저 버지니아 복권에서 발
행하는, 개가 등장하는 이전 버전의‘행운의 개(Lucky
Dog)’복권을 구입한 뒤 그 뒷면에 있는 도그 파크 참가
번호(14자리로 구성됨)를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그런
다음 흰색을 배경으로 하여 머리와 어깨가 나오도록 찍은
개의사진을그이름과함께웹사이트에올려야한다. 
이후 사진에 대한 평가는‘버지니아 복권 사의 출중한 개
애호가 심사위원단’이 맡게 된다. 그들은 해당 기간 동안
참가를 목적으로 웹사이트에 올라온 개들의 사진이 해당
티켓의 디자인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주관적인 시각
으로 판단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진 20개를
선정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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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개’복권행사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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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버지니아복권(Virginia Lottery)
소 재 지 미국버지니아
사업개시연도 2009년
주 소 900 E. Main Street 

Richmond, Virginia 23219 
USA

전 화 804-692-7000
웹사이트 http://www.valottery.com/

promotion/luckydog/
이 메 일 http://www.valottery.com/

contact_email.asp
제품및서비스가격

‘행운의개’복권 1매당 2 달러



한편 이 콘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의 종류나 거주 지역에는
제한이없으며, 웹사이트를통해기존에출품된사진들가운데일
부를볼수도있다고한다.

사람들의보편적욕망, 그라바니티를충족시키다
커다란 제트기에도, 그리고 한입 크기의 M&M 초콜릿에도 적용
되었던‘그라바니티(gravanity : ‘그라피티(Graffiti)’와‘과시
(Vanity)’의 혼합어로, 사진이나오디오등을통해자신의흔적을
남겨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보편
적인 욕망을 이용한 산업)’는 오늘날 실로 막강한 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 자신의 삶이 가진 몇 가지 단면에 대해 흔적을 남기
며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어하는, ‘그라바니티’를 가진 많은 사람
들. 이들의 이러러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갖가지 기법들은
다양한분야의사업에접목되어판촉및인지도제고에효율적으
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있다.

▲ 참가자들이응모한애완견사진을
홈페이지를통해확인할수있다.

참가자들이응모한애완견사진을
홈페이지를통해확인할수있다.

▶

▲.행운의개(Lucky Dog)’Ⅱ 복권의
당첨자및당첨금안내화면: ‘행운의
개’복권은 2달러에구매할수있다.

▲ 2009년 6월에발표된 20명의당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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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10대 전망에서는 2035년부터는 세계 인구의 증가세가 멈추고 애완동물의 수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노년층 인구의 증가, 독신 남녀의 증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애완동물을키우는사람들이늘어날것이라는전망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더불어 애완동물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만
약 국내에서 애견을 위한 복권 콘테스트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애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존의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공략해 본다
면 레드오션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템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애견
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이벤트 방안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며,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
는무엇보다애견분야에대한충분한지식과동물을사랑하는마음을가져야한다.  

≪전문가의견≫



▲



Part 05

01. 공중에떠오르는광고 - 날아다니는거품로고
02. 타일 - 아트
03. 도시의직장인을겨냥한초경량전기자전거
04. 임신부배를이용한벨리아트
05. 아동을위한맞춤식동화책 - 스티키스토리북
06. 낡은보석을새롭게디자인하다
07. 어린이가직접디자인하는맞춤식놀이집
08. 타이어에색깔을입히다
09. 자전거와유모차를하나로
10. 정원속사무실 - 재택근무를위한공간
11. 업그레이드된변기커버
12. 지역별독자들이직접고른인터넷블로그의신문판
13. 후손에게물려주기위한재킷과가방
14. 고객맞춤형수제모자
15. 무지개색으로자신의자전거를직접디자인한다
16. 저녁식사를따뜻하게유지하는예열용돌
17. 병원균퇴치키트
18. 아이디어하나로거대기업과상생 -

이케아가구에붙이는접착시트
19. 세상에단하나뿐인액세서리 -

개인의상흔을본뜬맞춤식제작

제품형아이템



공중에떠오르는광고-날아다니는거품로고

광고도환경친화적인방식으로
오늘날환경문제가하나의중요한관심사로부각된가운
데, 광고 분야에서도 환경 문제를 고려한 획기적인 아이
템이 등장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브라이언(Brian)과 프
랑시스코(Francisco)는 노력 끝에 90% 의 공기와 10%
의 비누로 구성되어 있는‘플로고스(Flogos)’를 개발해
냈다.

공중에서이루어지는광고, 
공간의제약을극복하다
대개광고는공간의제약을크게받는다는점에착안하여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자, 그들은 공중에서 광고하는 방
법을생각하게되었다.  그리고, 로고를비롯한각종문양
을 거품 형태로 제작하여 공중에 쏘아 올려 주는 기계를
발명해 냈다. 이 기계를 통해 생산된 제품들은 5000피
트 상공에서 1~30마일까지의 거리를 30~40분 동안 천
천히 이동하면서 광고를 하게 된다. 제품은 다양한 색상
과 크기(최대 48인치)로 제작될 수 있다고 한다. 향후 이
들은 72인치 크기의 광고물까지 제작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이 기계는 이동이 편리하며, 보통 30분이면 쉽게 설치와
분해가가능하다고한다.

호기심을자극할흥미로운광고기법
현재 릿, 캘리포니아 앤젤스, 디즈니월드, 메르세데스-벤
츠 및 쉐라톤 호텔&리조트 등 여러 기업에서 이러한 플
로고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광고 기법은 호
기심을 자극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
록한다는점에서향후발전가능성이클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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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플로고스를만들어하늘에띄우고
보고있는사진

▲오륜기모양의플로고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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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SnowMasters
소 재 지 미국, 메사츄세츠주, 렉싱턴
웹사이트 www.flogos.net
제품및서비스가격
로고제작기계임대비용하루 3500 달러



개별고객의기호를반 한맞춤식작품제작
스벤 레만(Sven Lehmann)은, 광고판이나 특정 장소를
돋보이게하여사람들의이목을집중시킬수있는새로운
디자인 양식,‘타일-아트’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그는 다
채로운 타일로 이루어진 특유의 디자인을 가지고 고객에
게다가가고있다.
모자이크 양식을 기반으로 한 이‘타일-아트’는 비교적
저렴한가격으로개인의취향을고려한맞춤식제작이가
능하다고 한다. 이러한‘타일-아트’는 주로 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 고객의
경우 대개 자사의 로고나 기업이념이 담긴 문구를, 그리
고 개인 고객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그
림이나 귀 등을 가지고 맞춤식 제작을 요청한다고 한
다. 한편 이 회사는 그 서비스 역을 확장시켜 더욱 많
은고객에게다가가고자이디자인양식을이용하여만든
독특한문양의의류도제작하여판매하고있다.

창의성과참여가중시되는, 시대의요구에부합
창의성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라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대는 대중의 참여가 중요시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예술작품을 유명 작가의 전유물로 여기
곤 했던 기존의 경향에서 탈피하여, 이제 사람들은 자신
만의 독특한 작품을 창조해 내는 일을 즐기곤 한다. 이렇
게 볼 때‘타일-아트’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러
한욕구를충족시킬수있도록도움을주는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객 개개인의 특성을 반 하여 그들
자신만을위한맞춤식예술작품을제작해줌으로써그들
로 하여금 차별화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된 이
‘타일-아트’는 창의성과 참여가 강조되는 현대의 특성으
로 미루어 본다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을것이다.

타일- 아트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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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Tiles-Art
소 재 지 덴마크코펜하겐
웹사이트 www.tiles-art.com
제품및서비스가격
기업 고객의 경우 1000 유로 ~ 5000 유
로, 개인 고객은 60x60 크기(최대 크기임)
의 제품을 100 유로에 구입 가능. 재료비
는최저 5 유로.

▲수 장벽면의타일아트사진

▲건물내부의아트타일벽면사진



도시의직장인을겨냥한초경량전기자전거

도시의직장인들을겨냥한신개념자전거
최근 교통체증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
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을 겨냥하여 리차드 토프(Richard
Thorpe)는 그들로 하여금 보다 편리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고사이클(gocycle)’이라는초경량전기자전거를개발했다.
‘고사이클(Gocycle)’은 탄소 섬유보다 훨씬 저렴하나 플라스틱
보다 단단한 주입식으로 주조된 경량 마그네슘 합금을 사용했
다. 이 자전거의 체인은 완전히 커버되어 있기 때문에 양복바지
에 기름때가 묻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측방 장착식
바퀴는 바람 빠진 타이어를 순식간에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고사이클은 소프트 백이나 흰색 하드케이스로 분
해되어 휴대하기 편하고, 작은 아파트에서도 쉽게 보관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졌다. 이러한 고사이클은 1.75시간동안 100W의
전구를 켜는 정도의 전기료만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에 유
지비는 비교적 적게 드는 편이이다. 또한 소모품은 가까운 자전
거 수리점에서 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 상 편리성을
가중시켰다.
자전거로서 이러한‘고사이클’이 이룩한 최대의 혁신은, 버튼 하
나로 켤 수 있는 전면 바퀴통 안의 초소형 전기 모터에 있다.
또한 골조로완성된배터리는이용자가땀에흠뻑젖지않고언
덕을오르내릴수있도록돕는데충분한, 20 분 분량의동력을
저장해둘수있다고한다.
한편 이 업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륜구동에서 이륜구동으로
바꿔 타도록 하고 아울러 직원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친환경적
인 통근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고사이클
투워크(Gocyle-to-Work)’캠페인을기획하기도했다.

자전거, 잠재적수요층의증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는 요즘, 자전거의 사용은 나날
이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발견하는 것
도 이제는 제법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자전
거와 관련된 각종 사업 아이템이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이
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직장인을 겨냥한 초경량 전기자전거는
향후 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전거와함께그들의편의를가중시킬수있는각종서비스를차
별화시켜제공한다면향후전망있는사업이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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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Karbon Kinetics Ltd.(KKL)
소 재 지 국, 런던
웹사이트 www.gocycle.com
제품및서비스가격
1700 달러(옵션에따라차이가있음.)

▲고사이클사진

▲고사이클핸들사진



임산부의복부를본뜬독특한장식품
임산부들은 아이 가진 모습을 추억으로 남기고자,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두기도 한다. 안냐 마리아 폰 베어
(Anja Maria von Behr)는 이러한임산부들을보고아이
디어를 얻어 그들의 복부를 본떠 석고 모형의 장식품을
제작해내는‘벨리아트’라는아이템을개발했다.
벨리 아트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객의 취향을 반 한 맞춤
식제작이가능하다는데있다. 또한, 방문이어려운고객
을 위해서는 집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DIY세트를
보내준다고한다. 

임산부들, 자신의모습을표현해두고자
처음 벨리 아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용률이 그닥 높진
않았으나, 서비스에 만족을 느낀 몇몇 고객들에 의해 입
소문을 타면서 보다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게 되었다. 현
재 벨리 아트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 두고 싶은 욕망을
가진 임산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현재 벨리아트는보다다양한작품들과서비스를개발하
여그 역을넓히고있다.

임산부배를이용한벨리아트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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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벨리아트(belly-art)
소 재 지 독일베를린
웹사이트 www.bellyart.de
DIY세트 50 유로, 특별제작 600 유로

▲벨리아트 DIY세트사진

▲벨리아트작품사진

벨리아트작품사진▶

▲자신의벨리아트작품착용사진
아기와벨리아트작품▲



아동을위한맞춤식동화책

어린이들, 동화의주인공이되다
어린이들이라면 한번쯤 동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생
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의 이러한 마음을
읽은‘스티키스토리(StickieStory)’는 책을 읽을 아동의
사진과 이름을 이야기의 등장인물에 반 시켜 동화책을
만들어주는아이템을고안했다.
‘스티키스토리’의 아동 고객들은 먼저, 웹사이트에서 책
으로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선택하게 된다.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는“우주 대탐험”과, 웅을 소재로 한
동화인“수퍼 수퍼”등이 있다. 그리고 나서, 고객들은 그
들이이야기에등장시키고싶은한명의주인공과몇몇의
주변인물들(아이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로 최대 3명까지
가능)의 이름과 사진을 사이트에 업로드한다. 그러면 스
티키스토리는 총천연색의 화려한 동화책을 만들어 준다.
이 책은 가로와세로 각각 8.5, 11인치이며, 총 12 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다. 또한, 도서와 함께 3 장의 스티커도 제
공된다. 이 스티커 중 한 장은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이 찍
힌 스티커이며, 이는 앞서 고객이 업로드한 인물의 이름
과사진을반 하여제작된것이다. 그리고, 다른 두장의
스티커들은이야기의내용을담고있다. 

쌍방향의사소통
이러한서비스를통해아이들은스스로자신이읽을동화
책의 등장인물을 설정할 수 있어, 독서의 재미를 한층 높
일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동화책을 가지고 아이들은 단순
히 독서만 하는 것에서 그쳤지만, 이제‘스티키 스토리
북’을 통해 그들은 이야기 구성에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
써 독서를 하는 데 있어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향후아이의감성발달에도도움을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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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스티키스토리(StickieStory)
소 재 지 아르헨티나
웹사이트 www.stickiestory.com
제품및서비스가격 권당 19 달러

▲스티키스토리홈페이지

▲스티키스토리책등장인물에스티커붙인사진



오래된보석을가지고새롭게디자인하다
보석에관심이많은여성들은그디자인의유행에민감하
게 반응하곤 한다. 그리하여 늘 새로운 것을 구입하고 싶
어 하지만, 만만찮은 가격은 그들로 하여금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소비자들을 겨냥하여‘폭시
오리지널스(Foxy Originals)’는 오래된 보석을 재활용하
여새로운디자인을만들어낸다는콘셉트를선보 다.
단순히 보석을 재활용하는 데 그치는 여느 회사와 달리,
폭시 오리지널스는보석이가진기존디자인에변형을가
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냄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마치새로운보석제품을구입한듯한느낌을받을수있
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자
사의 보석 재활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향후
자사제품구매시 10% 저렴하게구입할수있는특권을
부여하고있다.

친환경성과경제성을겸비
오늘날환경문제는하나의중요한관심사로부각되고있
다. 이를 염두에 두고 폭시 오리지널스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해 내고자 했다. 이 회사는 여느 업체와 달리
제품에 납 성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또 독성이 있는 솔벤
트가 아닌 수분으로 만들어진 스프레이를 사용한다. 그리
하여 소비자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라는 인상을 심
어주고있다.
또한, 이 업체는 낡은 보석에 변형을 가하여 새롭게 디자
인해 줌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원을 경제적으로 활
용할수있도록돕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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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폭시오리지널스(Foxy Originals)
소 재 지 캐나다토론토
웹사이트 www.foxyoriginals.com
제품및서비스가격
목걸이 32~40 달러, 귀걸이 24~30 달러,
반지 24~26 달러

각문양의귀걸이▲

폭시오리지널스의목걸이사진▲

폭시오리지널의홈페이지▲



어린이가직접디자인하는맞춤식놀이집

어린이와눈높이맞추어
유아를 타깃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들과 눈높이를 맞추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큐비 플레이하우스(qb
playhouse)’라는 기업은 이를 염두에 두고 타사의 제품
들과 차별화를 꾀하고자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장난
감을직접디자인해볼수있도록했다.
디자인에참여한어린이는자신이직접상품에넣을무늬
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사용 가능한 색상 및 무
늬에대해별도의제한조건이없으므로그들은자유롭게
자신만의상품을디자인해나갈수있다. 뿐만 아니라, 그
들은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제품에 삽입시킬 수도 있
다. 이 경우, 큐비 플레이하우스로 자신의 그림을 보내면
이후업체에서이를반 한상품을제작해준다.
한편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환경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의 가격은 699~999유로
에이른다고한다.

DIY, 유아시장으로확대
어린이를 디자이너로 끌어들인 것은 오늘날, 이들을 대상
으로 한 장난감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듯아이로하여금직접자신의장난감을디자인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의 개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감성
발달에도 도움을 줄 것이며, 무엇보다 오늘날 하나의 트
렌드로 자리 잡은 DIY(Do It Yourself) 콘셉트를 유아시
장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
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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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큐비플레이하우스(qb playhouse)

소 재 지 네덜란드

웹사이트 www.quubi.nl

제품및서비스가격
699~999 유로

▲큐비플레이하우스관련사진

▲큐비플레이하우스홈페이지



타이어도이제는각양각색으로
타이어는 검은색이라는 편견을 버린 한 회사가 등장했다.
바로‘스위트 스킨Z’이다. 그들은 감각적인 소비자들에게
보다가까이다가가고자다양한색상의자전거바퀴를만
들었다.
단순히 색상만 입힌 것은 아니다. 개성적이고 실용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스위트 스킨Z는 빛을 반사하는 고
무를사용하여제품을생산함으로써야간주행을하는운
전자의안전까지도배려했다.

감각적인소비자들에게어필하기위해
이러한 컬러풀한 타이어는 주로 감각적인 소비자들을 겨
냥하여 제작되었다. 그들은 이런 소비자들에게 보다 큰
만족도를 주기 위해 비단 타이어뿐만 아니라, 고무 소재
로 된 다양한 상품 즉, 운동화 밑창과 같은 품목에도 이
런아이디어를적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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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스위트스킨Z (SweetskinZ Inc.)

소 재 지 미국펜실베니아

웹사이트
http://www.sweetskinztires.com/

제품및서비스가격

29.99~39.99달러

타이어제품모델사진▲

타이어제품을모아놓은사진▲

타이어제품사진▲

▲스위트스킨Z 홈페이지



자전거와유모차를하나로

자전거와유모차, 두가지기능을동시에
오늘날,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상품의 선호도가 점차 높
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타가(Taga)’라는 회사
는유모차의기능을겸비한자전거를개발해냈다. 
자전거의 기능과 유모차의 그것이 동시에 제공되므로, 이
제품을 사용하여 소비자는 근거리 이동 시, 아이를 안전
하게 태우고 갈 수 있다. 또한 누구나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한번의클릭으로모드전환이가능하도록만들어
졌다고한다.

다양한기능을겸비
만약 이 제품에 단순히 자동차와 유모차를 한데 합쳐 놓
았다는한가지특징만있었더라면그리긍정적인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제품에는 부
품을 보호하기 위한 후드, 비 가리개, 다양한 옵션의 시
트, 두 아이를 태울 수 있는 의자 등 보다 다양한 기능이
겸비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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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타가(Taga)
소 재 지 네덜란드
사업개시연도 www.taga.nl
제품및서비스가격
대당 1695 파운드

▲타가자전거유모차로바꿔서
아이태우고있는사진

▲타가자전거유모차로바꿔서
아이태우고있는사진

▲타가자전거사진



사무실, 고객이원하는곳에설치
‘SOHO (Small Office Home Office:주로 작은 사무실
(Small Office)과 자택 사무실(Home Office)을 작업 공
간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로, 특별한 사무실 없
이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을 뜻하며, ‘소규모
자 업’을 일컫기도 함)’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최근
재택근무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겐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배가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재택근무가 필요한 고객층을 타
깃으로하여오피스포드는고객이원하는곳에사무실을
설치해주는서비스를개발해냈다.

효율적인공간활용, 일의능률향상
이제품은집안의정원을비롯하여업무공간으로활용하
길 원하는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
로써 고객은 자신이 일하고 싶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
므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은 물론 일의 능률도 향상이 된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무실을 설치하는 데는 보통
하루정도의시간이소요된다고한다.
한편 이 제품은 재활용된 소재로 제작되어, 다분히 환경
친화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무실에 필요한 동력
은 집이나 차고를 비롯한 주위 시설에서 끌어올 수 있으
며, 통신장비는 유선과 무선이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설
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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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오피스포드(OfficePOD)

소 재 지 국

웹사이트 www.officepod.co.uk 

제품및서비스가격
1년대여료5000 파운드

전체적인이미지사진▲



업그레이드된변기커버

위생문제로공중화장실의사용을꺼린다면
위생관념이철저하여공중화장실에서세균걱정을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다. 바로 신개념의 프리미엄
판변기커버덕분이다. 
톨레타(Toletta)사는 회사명과 동일한 제품명의 톨레타
변기 커버를‘세계 최초의 프리미엄 브랜드 종이 변기 커
버’라고 광고한다. 톨레타 변기 커버는 경쟁사 제품 대비
20% 더 크고 42% 더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변기에 버릴
수있고생물분해가가능하기때문에정화조에서도안전
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갑 크기의 작고 스타 일
리시한 패키지에 5개의 변기 커버가 포장되어 있어 휴대
가편하다. 

업그레이드와프리미엄화
이러한 톨레타는 최근 캐나다, 미국, 국, 아일랜드, 남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패키지당 US $1.49 ~ 1.99의 가격
에 판매되었다고 한다. 분홍색과 파란색으로 제공되며 분
홍색 톨레타 수익의 일부는 유방암 연구 기금으로, 그리
고 파란색 톨레타 수익의 일부는 빈곤 아동을 돕기 위해
지원된다고한다. 
한편 이 제품은‘업그레이드’와‘프리미엄화’에 초점을 두
어 고안되었다. 이 아이템의 매력 포인트는 기존에 출시
된 기능을 보다 업그레이드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
시킬수있도록한다는데에있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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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톨레타(Toletta)
소 재 지 캐나다오타와
웹사이트 www.toletta.com
제품및서비스가격
색상- 분홍, 파랑
가격- 1.49 달러~ 1.99 달러

▲상점에진열된변기커버사진

▲톨레타홈페이지



기존인쇄매체에
인터넷콘텐츠를접목시킨신개념신문
신문사나 잡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존 리포터들은 인쇄
매체가 사라져 가고 있다고 단정지을지도 모르겠지만, 시
카고의 한 신생 업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업체는인쇄매체에인터넷콘텐츠를접목시킨새로운
양식의신문을출시했다.
이 신문은리포터가일괄적으로기사를올리는기존의방
식에서 탈피해, 대중이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를
반 하여 인쇄물로 제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신문에
실을 내용은 웹사이트 상에서 이루어지는 독자들의 투표
결과를 참조하여 선정되며, 지역별로 따로 투표가 진행되
기 때문에 신문의 기사 내용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고한다.

대중과의쌍방향의사소통
이 매체는 다수의 블로거와 친분을 맺어, 이들을 고객으
로 유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결국 그들이 자신의
블로그를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야 신문의 발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업체는 광고주들을 모집
하여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현대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중시되는 시대이다. 언론사 중
심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가 정보
의 제공자로 직접 참여한다면 대중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아이템이 갖는 매력 가운데 하나
는바로여기에있다고이야기할수있을것이다.

지역별독자들이고른인터넷블로그의신문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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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더프린티드블로그(The Printed Blog)
소 재 지 미 국 시 카 고
웹사이트 www.theprintedblog.com

더프린티드블로그홈페이지▲



후손에게물려주기위한재킷과가방

버려지는의류들에대한색다른접근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의 물결에 역행하여, 중고 의류
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갖가지 재활용 방안들은 과
거에도 이미 수차례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웨일즈의 의
류 브랜드인‘하우이즈(Howies)’는 재활용에 앞서 애당
초의류 상품제작시제품의수명을연장시킬수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해 냄으로써 버려지는 의류들
에대해조금은색다른접근방식을취하고있다.

의류, 내구성을높이다
하우이즈의‘날 물려주세요(Hand-Me-Down)’라는 브
랜드는 10년 혹은그이상은족히지속될수있도록특별
맞춤형으로 디자인된 재킷과 가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구성을 갖추기 위해 이 회사는 품질이 아주 높은
구성물들을 사용하며 작업 과정을 보다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 업체는 웹사이틀를 통해 면 2만
4000 갈래를 짜기 위한 기계를 준비시키는 데 무려 16
시간을 투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회사가 출시한 가방
으로는 195 파운드의 배낭과 185 파운드의 메신저 가방
과 함께 완벽하게 방수처리된 삼베, 그리고 다이커팅된
가죽, 녹슬지 않는 알루미늄 지퍼와 하드웨어로 만들어진
125 파운드짜리학생가방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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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하우이즈(Howies)

소 재 지 국

웹사이트 hmd.howies.co.uk

제품및서비스가격

재킷 400 파운드, 가방 125~185 파운드



기존의핸드메이드방식에차별화를꾀하다
핸드 메이드 제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그리 특별한 일
이 아니다. 그러나‘골든 훅(Golden Hook)’은 기존의
핸드 메이드 방식에 차별화를 주어, 고객으로 하여금 자
신이 원하는 디자인의 모자를 자신이 직접 선택한 장인
(할머니)에게 제작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
을고안했다.
먼저 고객은업체의홈페이지에접속하여제시된여러가
지, 모자의 기본 형태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실의 색상 등을 비롯하여 제작에
필요한 다른 옵션들을 직접 선택하게 된다. 디자인 과정
이모두끝나면마지막으로그들은홈페이지에제시된장
인들의사진과이력사항을참조하여자신이디자인한모
자를만들어줄사람을고르면된다.

나만의개성이담긴모자
고객들은원할경우할머니에게모자에자신을비롯한지
인의 이름, 혹은 특정 문구를 새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
다. 그러면세상에단하나뿐인, 자신만의개성있는모자
가 오롯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만의 개성이 듬뿍
담긴 이러한 고객 맞춤형 수제 모자는 오늘날, 장거리 대
량생산과 익명성이 지배하는 현재의 트렌드에 싫증을 느
낀많은사람들에게차별화된만족감을선사할수있다는
점에서일말의가능성을엿볼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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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골든훅(Golden Hook)
소 재 지 프랑스
웹사이트 www.goldenhook.fr
제품및서비스가격
최저 42 유로부터

만들어진제품을착용한모델사진▲

모자를만들고있는할머니사진▲



무지개색으로자신의자전거를직접디자인한다

자전거, 원하는색상으로채색하기
‘리퍼블릭바이크(Republic Bike)’는 자사의자전거를구
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전거를 두고 원
하는 부분에 직접 좋아하는 색상을 입힐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고안해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자신의 자전거에서 채색을 원하
는 아홉 곳에 500여개의 색상 가운데 원하는 것을 선택
하여직접채색을할수있다. 이로써고객은마치자신이
디자이너가된듯한느낌을가질수있게된다고한다.
채색이끝나면자전거는 90% 정도만조립된상태로고객
에게배송이되며, 나머지는고객이직접조립하면된다.

세상에단하나뿐인나만의자전거
자신만의고유한개성이담긴물건을소유하고싶은욕망
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회사는 고객의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켜 주고자 했다. 자신만의 독특한 자전거를 직접
디자인해볼수있는특별한체험의기회를 제공하고있
다는 점에서, 이는 향후 많은 고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
응을얻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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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리퍼블릭바이크(Republic Bike)
소 재 지 미국플로리다
웹사이트 bikes.urbanoutfitters.com
제품및서비스가격
기본 1대당 399 달러

▲앞바퀴휠, 크랭크축사진

▲홈페이지에전시된자전거



음식의온도를유지시켜주는예열용받침
‘로치아 볼렌테(Roccia Bollente)’는 음식의 온기를 오
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예열용 받침‘다
이닝스톤(Dining Stones)’을 제작해판매하고있다.
각 다이닝 스톤 제품은 다양한 색의, 디스크 모양으로 정
교하게세공된 화강암받침과그받침에꼭맞는나무쟁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업체의 설명에 따르면 제품은
350도의 오븐에서 15분이면 가열되고 45분이 지나도 표
면 온도는 220도를 유지한다고 한다. 또한 이 제품은 냉
음식을차가운상태로유지하는기능도갖추고있다. 

별도의유지비용없이, 다양한용도로사용
원래 이 제품은 9인치 제품의 경우 저녁 식사용 그릇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그리고 6인치 제품은 샐러드용으
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이외에도 상황
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품은구입후별다른유지비용이들지않는다.

저녁식사를따뜻하게유지하는예열용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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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로치아볼렌테(Roccia Bollente)
소 재 지 미국아이오와주
웹사이트 www.diningstones.com
제품및서비스가격
6인치세트 40 달러, 9인치 세트 60 달러

다다이닝스톤제품으로
음식을보온하는사진

▲

더프린티드블로그홈페이지▲



병원균퇴치키트

병원균을퇴치할수있도록
돕는각종생활용품들
‘페이션트팩(PatientPak)’은 대장균과 포도구균 등을 비
롯한 각종 병원균을 99% 퇴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병원균 퇴치 키트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병원에 있는 동
안사용하게되는각종물품들가령, 핸드 스프레이, 일회
용 펜, 물건을 닦는 데 쓰이는 항균 물티슈, 각종 섬유에
뿌리는 위생 스프레이, 그리고 세균 예방법을 설명해 놓
은 지침서 등 다양한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품은
사용자로 하여금 14종의 세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
록돕고있다.

휴대하기편리한위생용품
페이션트 팩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휴대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투명한 비닐 팩에 각종 구성품들을
가지런히정리하여언제어디서든손쉽게휴대할수있도
록 했다. 또한 일부 용품만을 낱개로 구입할 수도 있다고
한다. 현재 향균 및 위생에 관심을 보이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이렇듯 휴대하기 편리한 병원균 퇴치 키트는 폭발
적인인기를누리고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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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페이션트팩(PatientPak)
소 재 지 국런던
웹사이트 www.patientpak.com
제품및서비스가격팩당 16 파운드

▲페이션트팩전체구성사진

▲페이션트팩포장된사진

▲페이션트팩내용물사진



대기업과손잡고, 상생의전략을꾀하다
‘그리픽스(Grippiks)’는 가구를 생산하는 대기업 이케아
와손잡고이가구에붙일수있는시트를제작해판매하
는전략을꾀했다.
오래된 이케아 가구를 보고, 고객들은 종종 색다른 디자
인으로 가구를 꾸미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고 한다.
이들을 겨냥하여 그들의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그리픽스라는회사는이케아가구에붙일수있도록디자
인된시트지를개발했다. 

낡은가구를새롭게
디자인하도록고안된시트지
고객들은 이 시트지를 구입하여 가구에 붙임으로써 기존
의 가구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시트지들은
사용자가직접가구에손쉽게붙일수있도록애초에이케
아 가구의 모양에 맞춰 재단되어 나온다고 한다. 따라서
기존에 구입한 이케아 가구에 식상함을 느낀다면 그 모델
에맞게나온시트지를구입하여붙이기만하면된다.
시트지는 다양한 종류의 색상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접
착이 아닌 흡착의 방식을 이용해 붙이므로 후에 떼어 내
는일도비교적쉽게할수있다고한다. 또한, 이는 비교
적관리가용이한사틴마감재로되어있다.

아이디어하나로거대기업과상생- 

이케아가구에붙이는접착시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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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그리픽스(Grippiks)
소 재 지 호주시드니
웹사이트 www.grippiks.com
제품및서비스가격
90cm 길이의커피테이블시트
14.95 달러 (호주 화폐) 

가구에시트지를붙인사진▲



세상에단하나뿐인액세서리- 

개인의상흔을본뜬맞춤식제작

개인이가진흉터모양의액세서리제작
현대인들 가운데는, 각종 사고나 수술로 생긴 흉터를 가
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이 그
흉터를 숨기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반대로 그 흉
터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잇츠마이
스카(It's My Scar:그건 내 상처야)’라는 업체는 이에 착
안하여개인이가진흉터모양을본떠액세서리를제작해
주는, 획기적인아이디어를선보 다.
이 액세서리를만들기위해서는먼저자신의상처부위를
찍어 업체로 사진을 보내야 한다. 그러면 업체는 사진을
보고 왁스 고형을 만들어 액세서리를 제작해 준다. 이 액
세서리를 제작하는 데는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가 소요
되며, 다양한품목이취급된다고한다.

상처의의미를되새기도록하는장신구
이러한 액세서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목적은 개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상처가 갖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한
다는 데 있다. 과거의 상처에 움츠러들지 않고, 외려 그
극복을 기념하면서 지난 날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이
러한 아이템은 기존의 액세서리 제품과는 분명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
후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상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고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
을얻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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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회 사 명 잇츠마이스카(It's My Scar)
소 재 지 미국
웹사이트 www.itsmyscar.com
제품및서비스가격
200 달러~ 1500 달러

▲잇츠마이스카제품사진

▲잇츠마이스카홈페이지





소상공인진흥원
홍용웅┃소상공인진흥원장

전우소┃소상공인진흥원조사연구부장
이봉희┃소상공인진흥원조사연구부대리
우연주┃소상공인진흥원조사연구부사원
김미 ┃일요신문경제부기자
이형민┃이노브랜드컨설팅그룹대표
황미애┃서울강남소상공인지원센터장

디자인팩트 (042-488-5969)
대 양 (02-502-0676)
2009년 12월 30일

소상공인진흥원 대표전화 042-363-7700 
팩스번호 042-363-7799

발행처
발행인

기획및총괄

조사및집필

기 획
인 쇄
발행일

문 의

<참고자료>
어권 Springwise.com (http://www.springwise.com)

독어권 Die Geschaeftsidee (www.geschaeftsideen.org)
Grunderzeit (http://www.impulse.de/gruenderzeit)
StartingUp (http://www.starting-up-magazin.de)
Best Practice (http://www.best-practice-business.de)

≫본책자에소개된내용은해당업체에지적재산권이있으므로무단전재및복제를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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